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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 동안(’08~’12) 추진해 온 교육과학기술정책의 현황과 성과
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집대성한 정책자료집 「인재대국 진입으로 선진일
류국가 실현」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교육과학기술의 현주소를 가늠해
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정책자료집의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재대국’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서 내건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이자, 선진일류국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
심 과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인재대
국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정책도 과거 산업사회
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미래사회를 만들어가
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패러다임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교육과 연구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 중심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
이 인재대국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책자료집의 발간은 한 시기의 정책을 역사로 남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주
요 정책을 기술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간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
온 개별 정책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으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발전되
었고, 현재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사실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기록이 축적되어 가면서 행정과 학문의 발전이 가
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
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자료집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모두를 위한 교육’, ‘창의인재 양성’, ‘대학 개혁’, ‘과학기술 혁신’이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자료집에는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성과, 주요 내용, 향후 과제 등을 소상히 담았고,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의 현주
소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통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 재정규모 및 소관 법
령도 수록하였습니다. 본 자료집이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모
색하는 좋은 자료이자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정책자료집의 발간을 위해 노력한 편집진, 검토자 등 관계
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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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지원제도 개선
3절 출연(연) 선진화
4절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4장 전략기술 기반 강화
1절 독자적 우주개발역량 확보
2절 전략적 위성개발 및 우주개발 저변확대

5장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1절 국가장학체제 구축
2절 든든학자금 도입과 정착
3절 대학재정 효율화
4절 등록금 안정화 기반 마련

3절 원자력 기술 수출
4절 방사선 이용 기반 확충

5장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1절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2절 융합인재교육(STEAM) 본격 추진

제5편 교육과학기술 외교 활성화

3절 영재교육 강화
4절 수학교육 내실화

1장 교육과학기술 글로벌 리더십 강화
1절 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2절 교육과학기술 장·차관급 외교 확대

2장 교육과학기술 글로벌 협의체 구축
1절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2절 재외 한국교육원과 문화원의 통합기능 강화
3절 다자기구와 긴밀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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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글로벌 교사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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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제1장 선진과학기술체제구축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 R&D와 안전규

R&D 수행부처 수가 증가하면서 범부처 차원의 과

제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기능분리의 필요성이 꾸

학기술 정책 및 사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과학

준히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

기술 컨트롤 타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시설

확보하고 원자력 안전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에 대한 안전규제를 전담하는 독립행정기구에 대

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규제 전담 행정기관

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의 신설이 필요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부응하기 위해 2011년 3월 28일에는 국가 R&D

명박 대통령은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인류가 기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국가과학기술위

술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며 “더 안전한 원자력

원회가, 2011년 10월 26일에는 독립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

안전 행정전담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였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풍요롭고 안전한 삶

직속 상설위원회로 각각 출범하였다. 국가과학기

을 살 수 있도록 기술과 안전 면에서 모두 신뢰받

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출범은 우리나라

는 원자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를 과학기술강국으로 견인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4월 7일,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위
원회는 R&D 효율성 문제 등 당장 시정해야 할 일
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
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이 우리나라 국가
R&D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중
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의미이다. 이에 앞으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이자, 플래닝(planning) 타
워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중장기 정부 R&D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을 종합조정하고, 평가
를 실시하는 등 전주기적으로 R&D 관리를 수행하
면 정부 투자의 효율성은 크게 향상되고 부처 간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정책에서는 ‘에너지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해야 하는 ‘안전규제’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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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과학기술장관회의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제1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1)

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설치하였다.

(2) 제1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1999~2003)
1999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기존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격상하여 대통령을 위
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
성된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가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추진 경과 및
성과

과학기술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제1기 국가과학기
술위원회는 국무회의와 같은 비상설기구로 과학
기술부 장관을 간사위원으로 하고, 사무국은 과학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혁

기술부 내 과학기술정책실에서 담당하였다.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는 본회의 상정 전에 안건

정부 R&D 예산이 확대되고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

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설

처가 다원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관계 부처들이 다

치되었다. 그 밖에 2001년부터 지방과학기술진흥

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종합계획 심의, 지방과학기술 시책의 협의·조정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설립된 국가

등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와 바이오분

과학기술위원회는 1999년 설립 이후 각 정부의 과

야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관련 계획의 연계·조정

학기술정책 기조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여러 차

을 위한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국

례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

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존 종합조정기구의 과학기

위원회의 종합조정체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술 정책 및 사업 조정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연구
개발예산의 사전 조정 기능을 추가로 부여받았다.

(1) 종합과학기술심의회(1973~1996),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사전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해

장관회의(1996~1998)

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만

검토하여 A~E등급의 5단계 우선순위를 부여하거

들어진 모태 기구는 1973년 ‘과학기술진흥법’ 제5

나 “투자확대”, “계속지원”, “투자축소” 등의 등급

조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설치되었던 ‘종합

과 그에 따른 정성적 심의 의견을 제시하여 예산

과학기술심의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6년에

편성에 활용하였다.

는 과학기술관련 정책·계획·사업을 종합 조정
하고, 과학기술 관련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

1 200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감, 2011 과학기술연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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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혁

2011~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 출범
김도연 위원장 취임(2011. 03. 28),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10. 12. 27), 대통령 지속, 행정위원회로 개편 출범
(2011. 03. 28)
구성

위원장 1명(장관급) / 상임위원 2명(차관급) / 위원 7명

산하기구 운영위원회 / 특별위원회(2) / 전문위원회(8) / 협의회(2) / 정보위 / 간접비위

2008~20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중심의 운영체제 개편
민간중심의 운영체제 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담당하여 중립성과 실질적 조정기능을 강화하였고 민간위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과 R&D 재원 배분체계 구축
구성

위원장 : 대통령 / 부위원장 : 교과부장관 / 정부위원(10명) / 민간위원(13명)

산하기구 운영위원회 /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7)
간사

2004~2007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위 기능 강화(과기부총리,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산업, 인력, 지역혁신정책)하고, R&D 예산의 조정 배분권을 부여하여 부처
간 종합조정을 강화
구성

위원장 : 대통령 / 부위원장 : 과기부총리 / 정부위원(13명) / 민간위원(8명)

산하기구 운영위원회 / 특별위원회(2) / 전문위원회(3)
간사

1999~2003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의 종합, 조정체계 구축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되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정부 R&D 사업 조사분석평가 등 범 부처 과학
기술정책의 총괄조정체계 구축
구성

위원장 : 대통령 / 부위원장 : 과기부장관 / 정부위원(14명) / 민간위원(3명)

산하기구 운영위원회 / 특별위원회(2) / 전문위원회(3)
간사

1996~1998

과학기술부장관

국가과학장관회의(위원장 : ’97까지 재경원장관 / ’98까지 과기부장관)
과학기술장관회의 규정(’96. 3)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97. 4)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부처 장관으로 위원
을 구성하고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을 조정(분기별 개최)

1973~1996

종합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위촉위원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을 조정

대통령 주재 기술진흥확대회의(’82~’87)
12회 개최, 매회 국무위원 전원, 여야 정치인, 경제계, 학계, 금융계, 연구원 등 250명 정도 참석하여 과학기술 발
전을 위한 제반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며, 각종 정책과 지원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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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4~2007)

을 실시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중립성과 청

제2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기와 같이 비상

와대 중심의 실질적인 조정력을 강화하였다. 국가

설 심의기구이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을 총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는 운영위원회, 과학기술

괄하는 간사와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강

정책조정협의회, 정부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기

화되었다. 우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위원장

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직을 신설하여 과학기술부총리가 겸임토록 하고,

를 두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주요 의제를 심의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

하였다. 또한 기존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겸 사무국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였다. 과

되어 있던 전문위원회는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학기술혁신본부는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

인력구성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관계부처, 민간

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조정을 추진하였다.

전문가 비율을 4:4:2로 구성·운영하였다. 국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측면에서는 R&D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는 운영위원회, 국가기술

예산 조정배분 및 평가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

혁신특별위원회,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R&D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두었다.

예산 평가 결과· R&D 사업 평가 결과를 확인·

제2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정책,

점검하는 체계로 변경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 중심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된 산업육성, 인력양성, 지역혁신정책까지 심

나. 제3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성과

의대상을 확대하고, 각 부처 R&D 예산을 직접 조

제3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금까지 본회의를

정·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와 관련

총 6회 개최하였으며, 모두 대통령이 직접 주재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하였다. 운영위원회도 2008~2010년 약 2년간 총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

24회를 개최하고, 총 17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한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
회의 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4) 제3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8~2011.3)
2008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국가과학기술위원
회의 주요 업무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2008년 5월에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신정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과 절차를 효율적

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

으로 개선하였다. 우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

R&D 투자를 1.5배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를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이후 청와대 조

하는 향후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수

직개편으로 미래전략기획관이 담당), 국가과학기

립하였다.

술위원회 사무국은 교과부 정책조정기획관으로

2008년 8월에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

변경하여 청와대가 직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

계획(577 Initiative)’을 심의 확정하였다. 본 기본

영을 총괄하고, 과학기술 관련 부처 간 종합 조정

계획은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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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5% 확대하고, 7대 R&D 분야인 주력산

전 전략”,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선포한 “녹

업·신산업·지식기반·국가주도기술·현안관

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

련 분야·글로벌 이슈·기초융합 분야에 집중 투

를 창출하는 과학비지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자하고, 7대 과학시스템을 선진화하여 7대 과학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등, 국정 아젠

술강국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다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계획·전략 14건을 심의·

2009년에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질좋은 경
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

확정하였다.
2010년에는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표 1-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개최 실적
회의 일자

장소

회의안건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

제27회
2008.5.6

청와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
제2차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제28회
2008.8.12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청와대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특별보고)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심의)

제29회
2009.1.3

국가 R&D 성과분석 및 시사점(보고)
청와대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심의)
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심의)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08~2012)(심의)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제30회
2009.4.17

청와대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지방 R&D투자 실태조사 결과

제31회
2009.8.19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
청와대

공직내 이공계 인력 지원 종합계획
제2차 중소기업기술 혁신 5개년 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안)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배분방향 및 편성(안)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안)

제32회
2010.10.1

청와대

과학기술 미래비전 및 전략(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진화 추진계획(안)
제1차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안)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분석 및 관리강화계획(안)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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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2008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회의 일자

회의안건

회의 일자

회의안건

제28회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2009∼2013)

(2008.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R&D 전략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정안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4.15)

국가 기상지진기술 중장기 이행계획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07년 추진실적 및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
경제살리기를 위한 산업R&D 전략
보건의료R&D 중장기 추진전략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제29회
(2008.
4.24)

제33회
(2008.
11.18)

2009년시행계획
2009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민군겸용기술산업 2008년 추진실적 및 2009년
도 운용방향

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2008년도 국가 R&D산업 특허성과 조사·분석

국가나노기술지도

결과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20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200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추진계획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2007년 추진

농업 R&D 보급 선진화 방안

실적
2008년 연구성과 관리 실시계획
2008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2007년 추진실적

과학기술기본계획 2009년 시행계획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2007년 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개정

진실적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2008년 시행계획

20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시행계획
제34회

학연협력 활성화 방안

(200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세칙

11.25)

2008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2008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2009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 및

제30회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방안

관리강화 방안

(2008. 7.1)

R&D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 추진계획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 강화 방안
국가 R&D 성과분석 및 시사점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결과
대학분야 간접경비 제도개선 추진계획

제31회

2008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2008.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7.22)

제35회
(2008.
12.2)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2008년 국가과학기술 역량평가 결과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방안
2009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

제32회

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

(2008.

2009년도 R&D예산 편성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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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제36회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2008.

제5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12.2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추진계획
문화기술(CT) R&D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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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 2009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회의 일자

회의안건

(2009.
3.4)

회의안건

국가연구개발 분류체계 재정립 방안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 대책

국가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 및 조사·분석

선진화 방안
제37회

회의 일자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쇄빙연구선 운영 및 활용방안
해양바이오 R&D 활성화 대책 추진 계획

제40회
(2009.
6.4)

시행지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2009∼2013)
2009년도 시행계획

2008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방향

「지진·지진해일 감시기술발전을 위한

심의계획

SAFE 비전2012」
2009년 시행계획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
지식공직내 이공계 인력지원 종합계획
제2차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제41회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방안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

(2009.

원천연구 개념 및 비중 산정

지방 R&D 투자실태조사 결과

7.2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방안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제38회

나노융합산업 발전 전략

2009년 국가R&D정보표준 개정

(2009.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추진계획

2009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3.17)

국가연구개발 분류체계 개선방안
국가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
이공계인력 육성·지원기본계획 2009년
시행계획

제42회

신종플루 등 감염병 대응 범부처 R&D 체계화 방안

(2009.

2010년 R&D예산 편성

9.17)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과학기술기본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

제39회
(2009.
4.28)

어젠다 중심 제5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

제43회

2010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

발계획

(2009.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시행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2008년도 추진실적

11.24)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2010년 시행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개선 추진실적

2011∼2025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점검결과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2009년도 연구성과관리 실시계획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09년도 나노기술발전 시행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분석 및 관리강화계획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09년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정계획

시행계획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2008년도 추진실
적 및 향후계획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2008년도 추진
실적점검 결과

제44회
(2009.
12.23)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
2009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
2009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민군겸용기술사업 2009년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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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201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회의 일자

회의안건

회의 일자

기초·원천연구사업 선진화 방안(안)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11∼2015)(안)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안)

범부처 SW R&D 발전전략(안)

과학기술분야 정책기초자료 공동활용 증진방안(안)
제45회
(2010.
2.25)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2010
년 시행계획(안)

국토해양 R&D 발전전략(안)
제49회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방

(2010.

안(안)

10.27)

2011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안)

2009년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운영효율화 추진현황 및

제5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연구개발계획 2009년

향후계획(안)

추진성과 및 2010년 시행계획(안)

제46회
(2010. 4.1)

과학기술 미래비전(안)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안)

지식경제 R&D 혁신방안(안)

나노기술종합 발전계획(안)

2011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안)

국가 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안)

2010년 연구성과관리 실시계획(안)

소재 R&D 체계정비(안)

출연(연) 연구성과 확산시스템 선진화 방안(안)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 동향조사

남극대륙기지 건설지 선정결과 및 향후 계획

제47회
(2010.
7.27)

회의안건

추진계획(안)
제50회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방향(안)

(2010.

시행계획(안)

민군기술협력활성화 방안(안)

12. 9)

과학기술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안)

NTIS 고도화 계획(2010∼2012)(안)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안)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09년도

2010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추진실적(안)

결과(안)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안)

2010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안)

2010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안)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10년도 국가융합기술발전 시행계획(안)

2011년도 권고비율(안)

2010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안)
제1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 2010년 실행계획(안)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
획(안)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대책(안)
제51회
(2011. 1.19)

2010년도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결과 및
관리강화 방안(안)
201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산학연협력 선진화 방안(안)
국가 나노인프라 연계 활성화 방안(안)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안)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2009년도 추진
실적점검 결과(안)
제48회
(2010. 9.1)

2012∼2026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안)
NBIC 국가융합기술지도(안)
201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안)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2009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안)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2009년 실적 및 2010년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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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꿈과 도전을 담은 “과학기술 미래비전과 전략”,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 과정

국가연구개발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 등의 주

2009년 10월 정부는 바람직한 과학기술 행정체계

요 계획·전략 8건을 수립하였다.

를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계·언론계·학계 전
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
원회·(위원장 : 윤종용, 이하 민간위원회)를 만들

2. 상설행정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
원회 출범

어, 40회의 위원회, 100여회의 간담회 그리고 과
학기술계 관련자 300여명 면담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가.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

민간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의견수렴결과를 바탕
으로 2010년 6월 ‘국가과학기술시스템 구축 방안ʼ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장기적

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

인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술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종합·조정 기

신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

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리나라도 과거 산업화 시대의 모방형 R&D 패러

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과학기술 융합시대에 적극

다임에서 창의적·선도적 R&D 체제로 전환하여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출연(연) 중 20개(총 27개

각 분야의 융합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융합시너지가 큰 기관 선택)를 ‘국가연구개발원

에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해 정부기관, 대학,

ʼ의 단일법인으로 통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주체들 간의 협력을 이끌

이관하는 것이다.

어내고, 기술간 융합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민간위원회 안을 토대로 과학기술
계의 의견을 재 수렴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

그동안 부처 간 중복·유사 연구에 대한 종합

상 및 기능 강화 방안ʼ을 마련하고, 2010년 10월

관리와 투자효율성 향상이 요구되어 왔음에도 불

에 열린 제3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를 확

구하고, 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

정하였다. 그리고 2010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

가과학기술위원회가 비상설 자문기구로 운영되어

회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독립하는 개정안이 국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에 기능적 한계가 있

를 통과했다. 위원회 구성, 사무처의 직제 마련 및

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인력 충원, 사업이관 등의 준비과정을 마무리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

고 2011년 3월 2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새롭

설 위원회로 신설하여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

게 출범하였다.

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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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 방향

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기능을 강화할 방
침이다.

2011년 3월에 새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조율한다는 점에서는 이전

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

위원회와 같으나, 부처 간 조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독립된 중앙

2011년 3월 출범한 상설 행정위원회인 ‘국가과학

부처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국가 연구

기술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수

개발 투자와 지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 설정 및

과학기술부 내에 있던 사무국을 분리하여 국가과

예산 배분·조정,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

학기술위원회 내에 설치했다. 30여 명에 불과했

과 평가 및 활용이다.

던 사무국 인원도 120여 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하였다. 한

(1) 국가과학기술 정책 수립·조정

편, 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조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

구성하고 민간에서 활동하던 전문가가 사업 기획,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의 범부처 차원의 계획

예산배분, 조정, 성과평가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

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역혁신, 출

로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연(연) 육성, 지식재산 등의 과학기술 분야 각 부

이와 함께 본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월 2회 정례

처의 주요계획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각 부처의

적으로 운영하여 형식적이 아닌 난상토론을 거쳐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여 연계성을 강화하는 기능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

도 수행한다.

다.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는 전염성 질병이나 재
난재해와 같은 긴급 이슈들은 ‘특별위원회’를 두어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투자방향

해법과 중장기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생명

을 설정하고, 기술분야별·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를 수립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인문사회·

<그림 1-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현판식

국방 분야 등 제외)에 대한 유사·중복성 검토 및
대형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적정성을 심의하
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을
수행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 및 활용
마지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
하고, 성과 활용을 지원한다. 장기·대규모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평가(특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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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역할

정책

국가과학기술 비전 수립 및
부처별 연계 강화
예산

평가

전주기적 관리
주요 R&D사업

R&D 성과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성과 활용 지원

가)를 실시하고, 각 부처에서 실시한 소관 연구개

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

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소관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에 대해 상위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국

(1) 위원회 : 본회의, 운영위, 8개 전문위, 2개 특

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종합적으

별위, 2개 협의회

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본회의’와 그 산하

<그림 1-1-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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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종류

구성 및 기능

본회의

•구성 : 위원장, 상임위원(2명) 및 비상임위원(민간 7명)

(10명)

•기능 : 주요 국가계획 및 예산·평가 등 최종 의사결정

운영위

•구성 : 위원장(상임위원), 부처공무원(18명), 전문위원장(8명)

(27명)

•기능 : 본회의 심의·의결사항 사전 검토, 본회의 위임사항 심의

특별위

•구성 : 2개(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민군기술협력)

(39명)

•기능 : 현안 사안 한시적·집중적 논의

전문위

•구성 : 8개(정책조정, 지식재산, 평가, 거대공공, 녹색자원, 첨단융복합, 주력기간, 생명복지)

(112명)

•기능 : 운영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검토, 예산 배분·조정 실무검토

협의회

•구성 : 2개(지방과학기술 진흥, 기초과학연구 진흥)

(32명)

•기능 : 소관 분야 정책방향 및 계획 심의

<표 1-1-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위원 (2011.3 기준)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위원장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차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김화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오세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황창규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장

상임 위원

비상임
위원

노정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원장

강대희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혜숙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에 본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운

참여한다. 예를 들어 본회의 위원 10명 중 70%에

영위원회ʼ,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검토하

해당하는 7명이 비상임 민간전문가이고, 전문위원

고 예산 배분·조정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ʼ,

회 위원의 경우에는 104명 전원이 민간전문가이다.

과학기술 분야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또한 기초연구진흥협의회와 지방과학진흥협의회

하는 ‘특별위원회ʼ, 그리고 기초연구 분야 정책방향

의 위원도 32명 모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및 계획을 심의하는 ‘기초연구진흥협의회ʼ와 지방
과학기술 분야 정책방향과 계획을 심의하는 ‘지방

(2) 사무처(122명) : 사무처장, 1관·3국·1심의관

과학기술진흥협의회ʼ로 구성된다.

(15과, 1팀)

위원회 조직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는 국가과학기술위원

민간전문가가 연구개발 기획, 예산 배분·조정, 성

회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다. 개편된

과평가 등 전 과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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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사무처의 기능도 강화하였다. 우선 인원

2011년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총 예산

수를 기존 30명 수준에서 122명으로 대폭 확대하

은 583억 원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또

였고, 핵심 보직의 상당수를 민간전문가로 채용하

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

는 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민간경력

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

자 45명을 특별 채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한국과

특히 국장급 5명 중 3명을, 과장급 15명 중 5명을

학기술기획평가원을 두고 있다.

민간경력자로 충원하였다.

<그림 1-1-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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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7>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사업

예산

•인건비

61

•기본경비

99

•주요사업비

423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21

사업 내역
•사무실 임차비 등

•기관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과학기술정보 공통기반구축, 연구개발사업 관리, 과학기술인력 정보, 연구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94

- 과학기술종합조정 지원

88

-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

15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장비 수리·이전 지원 등

- 정책연구비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현안과제 및 정책 발굴

설·장비 정보 지원 등
•과학기술정책 기획, 연구개발사업 조정, 조사·분석 및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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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서별 주요기능
부서

주요기능

기획관리관
기획재정
담당관
행정관리
담당관

•주요업무보고, 국정과제 등 종합·조정·관리
•예산편성 및 종합·조정
•국회업무, 국무·차관회의, 규제·법무, 비상계획 업무
•조직·정원의 관리, 정보자원 관리, 정보보호

홍보협력 담당관 •과학기술정책의 홍보, 국제협력사항
감사팀
운영지원과

•감사계획 수립·조정, 위원회와 산하단체 감사
•임용, 복무, 교육훈련, 인사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 기획, 과학기술발전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정책과

•국가적 현안에 대응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과학기술
전략과
정책조정과
연구개발
기획과

•미래기술예측·분석, 기술분야별 수준조사 및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
•과학기술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부처 간 조정·지원
•다부처 공동기획
•대형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사업추진 지원

연구개발조정국
연구조정
총괄과

거대공공 조정과

미래성장 조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및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와 재정부 예산편성과의 연계협의
•중복유사 사업 조정 및 부처별 역할 분담
•거대공공 및 녹색기술 분야 사업 목표·추진방향·전략 검토, 예산 배분·투자방향 수립, 사업간 연계ㆍ중복
성 검토
•미래성장·산업기술·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사업목표·추진방향·전략 검토, 예산 배분·투자방향 수립, 사
업간 연계ㆍ중복성 검토

생명복지 조정과 •생명복지 분야 사업 목표·추진방향·전략 검토, 예산 배분·투자방향 수립, 사업간 연계ㆍ중복성 검토
성과관리국
성과정책과

성과관리과

연구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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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의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연계 등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추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구축·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발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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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다른 나라 규제기관이 참고해야할 우수 사

제2절

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2010년에는 향후 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간의 원자력 안전규제정책방향에 대한 <원자력안
전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원자력안전정책성
명-원자력안전헌장-원자력안전종합계획으로 이
어지는 안전규제 정책체계를 완비하였다.

1. 그간의 원자력 안전규제정책의 주
요 성과

원자력 안전정책성명 : 원자력 안전규제활동의 5대 원칙

•규제기관의 독립성

가.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방향의 수립

•원자력 안전정보의 공개성
•규제근거의 명확성

정부는 원자력의 이용과 개발에 있어서 안전성 확

•규제활동의 효율성
•안전규제에 대한 신뢰성

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1994년 9월 <원
자력안전정책성명>을 발표하고 안전규제 활동의
5대 원칙과 11개 정책방향을 천명하여 정부의 안

나. 원자력 안전 법령체계의 정비와 새로

전규제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2001년 9월에

운 규제제도 도입

는 <원자력안전헌장>을 제정·공포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연도별 원자력안전규제방향>을 수

1996년에는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교육과학기

립하여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

술부장관(구 과학기술처) 소속의 비상임 <원자력

에 미래지향적 규제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

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

한 연도별 정책방향의 제시는 2008년 4월 원자력

의·의결하는 기구로 발족하였다. 이는 국무총리

안전기구(IAEA)의 원자력안전협약 제4차 검토회

소속으로 원자력 이용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표 1-2-1>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0~2014) 주요내용
정책목표
1.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의 선진화
2.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효율화
3. 방사선 방호 및 비상대응능력 강화
4.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확충
5.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중점추진과제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발전적 개편, 원자력법령 및 안전규제 기술기준체계의 정비,
규제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
리스크정보활용 규제체계의 확립, 신규 규제수요 대응 선제적 안전규제기반 구축,
원자력시설 규제검사제도 개선, 국가 차원의 원전 운전경험반영체계 구축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사선안전관리 강화,
방사능방재체계 강화, 국가 물리적방호 규제 이행체계 강화
규제성과 목표지표 개발 및 평가반영체계 구축, 원자력 안전규제 역량 고도화,
안전규제 선진화를 위한 규제자원관리체계 구축, 원자력 안전관련 연구개발 확대
원자력규제기술 해외진출 추진, 원자력 안전규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원자력안전문화 확산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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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하는 <원자력위원회>와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1959년 원자력원이 최초로 설립되어 정부에서 원

위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장이 되

자력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게 되었으며 1967년에

어 원자력 안전규제정책,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는 그 명칭을 ‘원자력청’으로 개편하였다. 1976년

운영허가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원자력 법

부터 과학기술처 내에 원자력 관련부서를 설치하

령체계의 지속적인 정비와 더불어 새로운 규제제

였고, 1998년 과학기술부를 거쳐 2008년 교육과

도와 요건을 도입하여 선진화된 원자력안전규제

학기술부 내의 원자력 전담부서가 원자력 이용진

체계를 확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방사능방재대

흥(기초·원천 R&D) 및 안전업무(원전 인허가, 핵

책법(2003) 및 비파괴검사기술관리법(2007) 제정

통제, 방재)를 망라해 담당해왔다. 이와 별도로 원

등 원자력 관계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주기적안전

전 건설·운영 등 원자력 발전(發電) 업무는 1976

성평가(2001), 원자로시설규칙 전면개정(2002),

년부터 상공부에서 담당해 왔으며, 이후 산업자원

사용 후 핵연료 안전요건 개발 등 새로운 규제제

부를 거쳐 현재는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 담당부처인 지경부와 그에
관한 안전규제 담당부처인 교과부 사이에 독립성
이 확보되었으나, 원자력 규제기관인 교과부가 연

2.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배경

구개발 등 원자력 이용·진흥 기능도 일부 수행하
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꾸

가. 기존의 원자력 안전 행정체제

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림 1-2-1> 원자력 행정의 구성

진흥(R&D)

국제협력

원자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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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통제

안전규제

이용
(원자력발전)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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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우리나라 원자력 행정체제 변천과정
원
자
력
원

국무위원급
(1959~1967)

•원자력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
•기획관리실, 법무관, 사무국(4과 69명), 원자력연구소(1과8실, 217명), 방사선의학연구소(1과4실, 50
명), 방사선농학연구소(1과4실, 56명)
•원자력위원회(위원 5~7인ㆍ상임위원 2인포함)

원
자
력
청

과기처 소속
차관급
(1967~1973)

•기획관리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관, 공보관, 사무국(총무과ㆍ조성과ㆍ기술협조과ㆍ원자력 발전(發
電)과ㆍ시설과), 71명
원자력연구소(1과8실, 243명), 방사선의학연구소(1과8실, 66명), 방사선농학연구소(1과5실, 64명)로
구성
•원자력위원회(위원 7~9인ㆍ상임위원 2인포함)

과학기술처
(1973~1979)

•원자력국 (기획과, 안전과, 원자로과), 한국원자력연구속 설립(1973)
※ 이와 별도로 상공부전력국에 원자력발전과 신설(1976.4)
동력자원부 발족에 따라 상공부전력국 이관(1978.1)
※ 고리 1호기의 준공과 관련, 원자력발전소 주재관 제도도입(1978.4)

과
학
기
술
처

원자력개발국/
안전국으로 분리
(1979~199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개발국 : 기획과ㆍ원자력개발과ㆍ원자력협력과
•원자력안전국 : 원자력안전과ㆍ원자로1과, 원자로2과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설립(1990)

•원자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1996)
원자력실로
확대
(1991~1999)

•원자력실 : 원자력정책과, 원자력개발과, 원자력협력과, 원자력안전과, 원자력검사과, 원자력통제과,
방사선안전과, 주재관
- 원자력정책관 : 원자력이용개발정책의 총괄·조정
- 안전심사관 : 원자력안전규제업무 및 원자력통제업무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1999 / 7~9인 / 위원장 :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모 확대(위원 7~9인)

과
학
기
술
부

원자력국으로
축소
(1999~2008)

•원자력국 : 원자력정책과, 원자력협력과, 원자력안전과, 방사선안전과, 원자력방재과(2001), 원자력통
제팀(2005), 핵대응팀(2007)
※ 원자력안전심의관 신설(총 정원 68명)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2006)
※ 이와 별도로 산업자원부에 ‘원자력산업과’신설(1999)

•원자력안전위원회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원자력국
(2008.2~ 2011.2)

•원자력국 : 원자력정책과, 원자력협력과, 원자력안전과, 방사선안전과, 원자력방재과, (원자력통제팀)
※ 원자력안전심의관 폐지(총 정원 60명)
※ 이와 별도로 산업자원부에 ‘원자력수출진흥과’신설(2010)

원자력안전국
(2011.2~ 2011.10)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국 : 원자력안전과, 방사선안전과, 원자력통제과(총 46명)
•연구개발정책실(전략기술개발관) : 원자력기술과, 원자력우주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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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의 필

한 회원국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요성

<원자력안전협약> 및 <원자력안전기준> 등 표준
화된 안전규범 및 기준을 마련하여 회원국이 준수

(1)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 제고

토록 지원 중 이다. 1986년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는 지속적으로

전 사고 이후 1996년도에 IAEA에 의해 발효된 <원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은 축

자력안전협약>은 안전강화를 위한 규제기관의 독

소되어 안전규제의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 협약 제8조는 “규제기관

지속되어왔다. 원전 추가건설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 기능을 원자력 이용 또는 진흥과 관련된 기관이

가동 원전 수가 1991년 9기에서 2011년 21기로 늘

나 조직의 기능과 효과적으로 분리” 하도록 규정하

어났지만 원자력 담당 행정조직은 독립부처인 원

고 있다. 또한 IAEA의 <원자력안전기준( Require-

자력원(1959)에서 과기처 내 원자력실(1991)을 거

ments)> 제2조 역시 “규제기관은 원자력 기술 진흥

쳐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국(2011) 형태로 축소되

이나 시설 또는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 또는 조

었다. 원전 1호기 당 정부의 안전규제 인력도 미국

직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이 37.7명, 일본이 8.5명, 독일이 7.4명인데 비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전 규제 담당부처인 교

우리나라는 1.6명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으며 순환

과부가 원자력 진흥정책 수립, 연구 및 이용개발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문제도 존재하였다. 이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규제를

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규

전담하는 선진국형 독립 행정기관 설립 요구가 높

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우려와 함께 적정
규모를 갖춘 독립된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

원자력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

•체르노빌 사고(1986)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국제원자

이 확산되었다.

력기구(IAEA)가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 1996년 10월 공식협약 발효

(2)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국형 안전

•원자력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활동들이 국제 규범의

규제 체제 구축

측면에서 평가·수행되어야 하며, 각 국가는 원자력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 이용확대의 전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공식문서

로 상용 원전 중심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

로 국제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표 1-2-3> 2010년 각국의 원자력 발전 및 규제인력 현황
구분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원전규모(운전중)

20기

104기

59기

55기

17기

원자력발전점유율
발전사업자 수
안전규제인력

38

34.30%

19.40%

76.80%

27.50%

27.30%

한전(한수원)

민간사업자

원자력공사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1개)

(26개)

(1개)

(10개)

(7개)

422명

3,305명

2,022명

448명

6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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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 수밖에 없었다.

원회 출범이라는 선제적 전략을 취하였다.

또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Inter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수검과 원자력 수출

(3) 국내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 국민 신뢰 제고

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안전 행정의 독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이 급속도로 진전된 계기

립기관화가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IAEA는 2006

는 바로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

년부터 IRRS 수검을 통해 회원국의 원자력안전체

마 원전사고이다. 인접 국가 일본에서 일어난 대

제 강화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

형 원전사고의 발생으로 국내 원자력 시설의 안전

등 주요 원전 수출국에서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수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로 인해 신규 원전건설 등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고, 원전 이용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확대가 불가피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원자력 안전
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회원국에게 ‘원자력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 규제체제·제도·역량 등을 종

이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국내 환경방

합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사능 감시, 원전 특별점검 등 즉각적인 후속조치

•IRRS 수검 국가 : 프랑스/영국(2006), 호주/일본(2007),

를 단행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

스페인/독일(2008), 영국(2단계)/캐나다(2009), 중국/

회를 신설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

미국(2010), 한국(2011)
*우
 리나라는 2009년 8월 IAEA에 IRRS 컨설팅 서

성을 향상시키기로 하였다.

비스를 의뢰

IRRS 수검 결과는 타 국가와 안전성 수준을 비

3.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 형태

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주요 평가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의 독립

세계 각국은 원전보유 규모, 핵주기 시설 확보 등

성’ 이다. 따라서 원자력 행정체제 독립성 부족으

자국의 특성과 행정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규

로 부정적인 수검결과가 도출된다면 원전 수출 경

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50기 이상의 대규

쟁국의 집중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우리나라 원전

모 원전 및 농축·재처리 등 민감시설을 운영하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현재 원전 수

미국, 프랑스는 독립된 안전규제 행정기관을 운영

출국 간에는 자국 원전 및 안전규제 체제의 우월성

하고 있다.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의 UAE 원전 수출 시에도 안전규제 체제
의 독립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원전 수출을 위해 안전규제
의 독립성 확보가 우선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나라

•독립된 안전규제 행정기관(위원회) 운영 : 미국, 프
랑스, 캐나다
•행정부처 내에 원자력 안전규제 부서 설치·운영 :
영국, 독일
•원자력이용·진흥과 안전규제 기능을 동일부처에서
수행 : 일본

는 2011년 7월 IRRS 수검을 앞두고 원자력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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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 2011년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체제 현황
국가 (원전 수)
미국

에너지부

(104)
프랑스

산업용

(54)

연구용
러시아
캐나다

자원에너지청

민간

(대통령 직속)

(지역별 발전사업자)

원자력안전보안청
(경제산업성 산하)

문부과학성

천연자원부

(18)

원전 사업

(수상 직속, 위원회 형태)

문부과학성

연방원자력청

(31)

안전규제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안전청

원자력청

(59)
일본

원자력 진흥 (연구개발 등)

자원에너지청
(경제산업성 산하)

러시아

교육과학기술부

(21)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전)

산업부

민간

국영원자력공사

한국

경제·재정·

(지역별 발전사업자)

원자력감독청
(수상 직속)

에너지부

프랑스원자력공사

생태환경기술
원자력안전위원회

에너지정책

천연자원부

캐나다원자력공사

천연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지식경제부

<그림 1-2-2> 미국의 원자력 행정 체계

대통령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안전규제

(NRC)

•안전성 연구주관

연방 비상관리청

•원자력방재대책 수립

(FEMA)

연방 정부

국무성

에너지성
(DOE)

환경보호청
(EPA)

주정부
•원자력방재실무 및 환경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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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외교 협력

(DOS)

공인검사기관
(ANI)

•에너지 정책
•원자력 연구개발

•환경보호 정책

•기기 안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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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가동원전기수 증가, 핵주기시설 운

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되 원자력 안전규제 집

영 등 원자력시설 규모의 확대에 따라 1974년 에

행은 종전처럼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원자

너지성(DOE)에서 안전규제 기능을 분리하여 대

력 진흥 업무는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자는 법률안

통령 직속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설치하였

을 제출하였다. 이듬해인 2010년 3월에는 권영길

다. 캐나다의 경우 장관 산하의 원자력 규제기관을

의원이 정두언·정태근 의원 발의법률안 중 원자

격상시켜 2000년에 수상 직속의 원자력규제위원

력안전위원회와 전문기관과의 관계 측면을 일부

회(CNSC)를 설립하였으며, 건강·안전·보안·

수정하여 별도의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환경보호 영역까지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 프랑

2010년 8월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상

스는 2006년 IRRS의 성공적인 수검을 통해 자국

의 의원입법안을 일괄 상정하였고, 이후 법안심사

원전기관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자 행정체제 개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

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방사선방

하였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의 일환으로 2010년

호국(DGSNR), 방사선방호원자력안전과(DSNR)

11월에는 동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등 원자력 안전 업무를 통합하여 수상 직속의 원

공청회에서는 국내외 원자력 환경변화 및 추세에

자력안전청(ASN)을 설립하였다. 일본의 경우, 발

따라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

전용 원자로 및 핵주기 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

다는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교과부

규제는 경제산업성에서, 연구용 원자로는 문부과

내 원자력안전국 및 원자력 안전청 설치 또는 총

학성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경

리실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방

제산업성 산하에 원자력안전보안청(NISA)을 설립

안이 제시되었으며, 교과부의 원자력 관련 기초·

하는 등 원자력시설규제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

원천 R&D를 지경부로 이관하는 것에는 대부분 반

편을 수행하였다.

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회의 입법동향에 대응하여 교과부에서
는 각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당시 원자력

4.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추진경과

국 내의 원자력 안전규제 기능을 별도의 국(局), 외
청(外廳) 또는 독립행정기관으로 분리함으로써 독

가. 의원입법 추진 및 교과부 대응 경과

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시
작하였다. 국내 원자력 안전체제를 종합적으로 점

2008년 5월말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원자력 안전

검·개선하기 위하여 IAEA에 IRRS 컨설팅을 요

규제 행정의 독립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

청한 만큼 컨설팅 수검과 연계하여 안전체제를 개

었고, 2009년 7월 정두언·정태근 의원 대표발의

선하기로 하였다. 다만 원자력 진흥과 안전규제를

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

어느 수준(국, 외청 또는 별도 행정 위원회 등)에

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서 분리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전규제 전문성

같은 해 12월에는 김춘진 의원이 국무총리 소속하

확보 방안 및 국제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에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원

검토가 필요했다. 교과부의 기초·원천 R&D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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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로 이관하려는 김춘진 의원 입법안에 대해서

인 상황에서 추가로 조직의 신설을 추진하기에는

는 단기 실용화·상용화 위주로 R&D가 개편되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과부는 2011년 2월 직제

중장기적인 원자력 발전이 저해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을 통해 원자력안전국을 신설하여 국(局) 단

수용 불가 되었다.

위에서의 독립성을 우선 확보하였고, 2011년 7월

2011년 1월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과 관련

에 예정된 IAEA의 IRRS 수검 결과에 따라 필요

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내 원자

시 독립행정기관을 신설하는 단계적 전략을 채택

력 규모와 국내외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안

하였다.

전위원회 형태의 독립행정조직이 IRRS 수검 이전
에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법안 국회 통과

다. 또한 국제적 추세와 정책의 일관성 확보 측면
에서 독임제 형태의 외청보다는 합의제 행정기관

2011년 3월 급작스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 위원회 형태가 바람직하며, 원자력 확대에 대

인해 원자력 안전규제를 전담할 원자력안전위원

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확보 역시 중요함을

회의 출범이 가속화되었다. 사고 직후인 2011년 3

확인하였다.

월 18일, 대통령 주재로 관계기관 특별대책회의가

그러나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가과학기

소집되었고, 원자력 안전 강화 및 국민 불안 해소

술위원회를 분리·신설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

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하기로

<표 1-2-5>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관련 의원입법안 주요 내용
구분

정두언·정태근 의원안 (2009.7.20)

김춘진 의원안 (2009.12.11)

○원자력법(전부개정)

법안 체계

⇒ 원자력진흥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법 (전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 원자력법
관한 법률(제정)

- 원자력 안전규제법

○원자력안전기술원법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심의·의결 기구

권영길 의원안 (2010.3.16)
○원자력법(전부개정)
⇒ 원자력이용법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원자력
안전 위원회

-상
 임위원 5인(위원장, 부위원장은 정 - 위원장 포함 7~9인으로 구성 (상임 - 상
 임위원 2인(위원장·부위원장은
무직 그 외는 별정직 공무원)

위원 3인)

정무직) 비상임위원5~7인

진흥

○교과부 소관으로 존치

○지경부로 변경

○교과부 소관으로 존치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변경

○교과부 소관으로 존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변경

소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
전문 기관

술원을 통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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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
술원은 교과부에 각각 존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
술원을 통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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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에 계류

에 관한 법률(제정)>, <원자력안전법(제정)>, <한

중이던 정두언 의원안을 토대로 하되 원자력안전

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마련

과하였고 법률의 발효일인 2011년 10월 26일자로

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는 원자력 안전 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였다.

화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총리 소속 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관련 제·개정 법률

자력위원회(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와의 독립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 소속의 기관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합의
제 위원회 형태를 취하였다. 이어 3월 2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에 대한 세부
적인 사항을 조율하여, 사무처 인원은 100명 내외,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
•원자력법을 원자력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으로 분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소속기관 변경 등)
•방호·방재 대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
배상보상계약법 개정(소속기관 변경 등)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신규 제정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으로 제한하여
4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7월에 발족하도록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준비

합의하였다. 이후 4월 초에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방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교육과학
기술부에서는 별도의 출범 준비팀을 구성하여 관

이 확정되었다.
2011년 4월 여당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련 시행령 제정하고 직제·정원·예산을 협의하

법안의 하나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법안을 선

는 절차에 착수하였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설

정하였다. 그러나 여·야 일부 의원들은 후쿠시마

치와 관련된 7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제·개정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

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훈령·고시의 제

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정도 추진하였다. 또한 원자력안전기반구축 사업

성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2달 후인 2011년 6월

등 기존사업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하는 한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2011

편 신규사업을 협의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사

년 6월 29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업 이관을 추진하였다.

<표 1-2-6>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관련 의원입법안 주요 내용
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정)

주요내용
-원
 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제2조)
-안
 전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세부사항(제4조)
-원
 자로의 건설·운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 등에 관련된
원자력안전 규제 업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
-원
 자력안전연구개발 소관부처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제11조, 제13조 내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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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률상 절차와 요건에 따라 2011년 8월 원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서울대 강창순

형태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정무직, 상임위

명예교수, 부위원장(차관급)에 한국원자력안전기

원) 및 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임

술원 윤철호 원장을 각각 내정하였다. 이들은 다른

위원은 원자력, 환경,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안

7명의 비상임위원들과 함께 법률 발효일인 2011년

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에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10월 26일에 정식 임명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식견이 있는 전문가 가운데에서 위촉되었다. 원자

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력안전위원회 산하에는 실무적 자문과 상정 안건

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로 이관되었다. 원자

의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기술·정책검

력 진흥업무는 기초·원천 연구개발과 거대과학

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우주, 원자력, 핵융합)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교
과부에서 지속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조정업무에 대해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사항

4.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요 및 의의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원자력안전관련 조사·시험·
연구개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방사선 재해대책
에 관한 사항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요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위
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원자력안전 국제협력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
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
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한 사항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그림 1-2-3>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7~9명)

비상임위원 : 위원장 제청, 대통령 위촉

안건의 심의·의결

전문위원회
(15명 이내)

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위원 :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임기 2년)

안건사전검토
※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 위원회(Adhoc committee)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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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위원장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조직은 1사무처 2국 8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 정원 82명으로 출범하였다. 사무처는 위원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또한 전문위

회의운영 보좌 및 관련사무 처리를 담당하며, 원

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자력안전, 핵안보 및 핵 비확산과 관련된 정부 업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무 전반을 수행한다.

<그림 1-2-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도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사무처장

안전정책국

운
영
지
원
과

기
획
홍
보
과

안
전
정
책
과

원
자
력
안
전
과

원
전
주
재
관

방사선방재국

안
전
기
준
과

방
사
선
안
전
과

방
재
환
경
과

현
장
방
재
관

원
자
력
통
제
과

<표 1-2-7> 원자력안전위원회 수행 업무
분야
정책 및 제도
인허가
검사
이행조치

업무 내용
원자력 안전, 핵안보, 핵비확산 관련 정책·제도 수립·시행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물질 이용, 수출입 통제 등 원자력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인허가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
인허가 부적합 사항에 대한 명령 및 행정처분

사고·고장 대응

원자력 시설의 비정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비상대책

원자력 시설 사고와 테러 대응 및 방사선 피해 최소화

국제협력

글로벌 안전체제, 핵안보, 핵비확산에 대한 동참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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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의의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향후과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출범 및 관련 법률 정비로 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해 우리나라는 원자력 도입 반세기만에 ‘독립적 국

크게 국내 원전의 안전성 강화와 생활주변 방사선

가원자력안전관리 총괄 체제’를 정립하였다. 이는

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이다. 초대형 자연재해에

최초로 원자력을 도입한 이후 자립기, 성숙기를 거

도 안전한 최고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함으로

쳐 이제 원자력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국격

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에 걸맞는 행정체계라 할 수 있다.

것이다. 또한 IAEA, EU 중심의 안전기준 강화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으로 원자력 이용·진흥

국제 규범화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IRRS

과 안전규제를 효과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국제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원자력 안전 수준을 고

사회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후쿠시

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전시설과 방사

마 원전사고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규

선이용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방사선

제기관의 신뢰를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

안전관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

다. 이는 원자력 안전 규제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주

국내 원자력 확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변의 천연방사선안전관리까지도 중점 추진할 필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 핵안보, 핵비확산이 원자

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해 원자력안전위

력안전위원회의 임무에 모두 통합되어 조화 및 연

원회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계가 가능해졌으며, 곧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안전 구현(Nuclear Safety, Our Top Priority)’을

나라 원자력 안전규제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

실현하게 될 것이다.

정받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 원전 수출 및 원자력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자
력 안전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
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5>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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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세계 무역규모 7대 강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이 자

국,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 달성. 우리

유롭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소규

나라의 대외적 위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들이

모 개인기초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였고, 신성

다. 우리나라는 빈약한 자원과 산업기반의 부족에

장동력과 녹색기술 등 미래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기초·원천 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이

냈다. 이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신

인 과학기술 투자와 수많은 연구자들의 노력 없이

설하고, 한국형 Grant 도입 등을 통해 연구자 중

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달라진

심으로 연구환경을 개선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

위상에 걸맞게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 전략에 새로

나라의 기초연구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초연구와 비즈니스의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

2011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선진
국 기술을 모방하던 뛰어난 추격자에서 새로운 가

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대통령 공
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치와 기술을 창조하는 글로벌 선도자가 되어야 합
니다. 이를 위해 창조적 지식에 기반을 둔 기술혁
신이 필수적입니다.”라고 창조·선도형 R&D로의
투자 전략 변화를 주문하였다. 애플(Apple), 구글
(Google)의 사례와 같이 창조적 지식이 새로운 산
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
진 기술을 모방·발전시키는 추격형 R&D는 점점
시의성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고유기술
을 확보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것이야말로 장
기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창
조·선도형 R&D의 핵심은 바로 기초·원천연구
이다. 그동안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부족하다고
여겨진 기초·원천연구는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
로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기초·원천연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2012년까지 정부 R&D
투자의 50%를 기초·원천연구에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
자 의지에 힘입어 정부 R&D 중 기초·원천 연구
비중은 2008년 35.2%에서 2012년 50.3%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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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무역수지가 악화1)되는 등 기술의 대외 의존도

제1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 R&D투자 증가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양적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
로 질적 수준은 선진국과 여전히 큰 격차2)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불어 닥친 몇 차례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3)
으로 이어졌다.
반면, 독일·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장기적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인 기초과학 투자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20
세기 초부터 기초연구 전담기관4)을 운영해 오고

가. 정책 추진 배경

있으며, 미국·일본 등은 최근 기초과학 및 기초
연구 관련 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구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일

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상황

구어 낸 배경에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

이다.

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었다. 1970년대부
터 조성되기 시작한 대덕연구단지는 정부출연(연),

주요 선진국의 기초연구 동향

민간 연구소 및 대학 등 연구 및 교육 관련 기관

•미국 : 2016년까지 NSF, DOE 등 기초과학 분야 정부

들이 집적한 첨단과학단지로 당시 과학의 불모지

연구기관 예산을 2배로 확대(American Com-

와 다름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의 우수한 과
학기술을 추격하기 위한 응용 R&D 중심의 연구
활동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응용 R&D의 성과
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였
고, 이로써 화학·기계·반도체·조선 등 우리나
라 주력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진국 추격형 위주의 R&D투자

petitiveness Act, 2007)
•일본 : 5년간(2011~2015) 정부R&D에 25조엔을 투
자하고 기초연구를 강화(제4기 과학기술기본
계획, 2011)
•유럽 : 2020년까지 GDP 대비 총 R&D투자를 3%(2%,
2004)로 확대하고 2013년까지 기초연구에 75
억 유로 투자(제7차 Framework Programme)
•중국 :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973계획)을 수립
하고,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를 중점 투자(1997)

전략은 최근 기초과학 역량부족으로 인한 근본적
인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 단기성과 중심의 산업은

한편, 과학지식이 사업화로 직접 연결되는 혁신

발달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 성과가 선진국의 기

활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태양전지, 의료장비, 바

초·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이오신약, 레이저의학 등 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

1) 기술무역수지 : 20.8억 달러 적자(2002) → 48.6억 달러 적자(2009)
2) SCI 논문 발표 건수 : 12,494편(2000, 16위) → 38,651편(2009, 11위), SCI 논문 평균 피인용횟수 : 2.63회(2003, 30위) → 3.47회(2009, 29위)
3) 잠재성장률(대한상의) : 5.4(1996〜2000) → 5.1%(2001〜2005) → 3.0%(2006〜2009)
4) 일본 RIKEN(1917~, 노벨상 9명), 미국 LBNL(1937~, 노벨상 11명),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1948~, 노벨상 19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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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특허의 과학논문 인용

즈니스 융합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다. 미

빈도가 증가하고, 특허-논문 간 인용 시차가 짧아

국 RTP(Research Triangle Park), 프랑스 소피

지면서 과학과 기술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

아 앙티폴리스,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싱

고, 산업과 직결되는 일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가폴 원노스, 핀란드 울루단지 등이 그 좋은 사례

우리나라는 과학지식과 산업을 연계하는 과학과

이며, 이러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과학지식의 창

비즈니스 융합 활동이 취약한 상황으로 기초과학

출과 첨단 과학기반 비즈니스 활동 전문 인력이 모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미흡하게 했던 하나의 요인

여들어 자연스러운 상호 교류와 연계 활동으로 이

으로 작용하여 왔다.

어지게 되었다.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대학·연구소·기업 등

우리나라도 기존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5)를 조성하고, 과학과 비

서는 세계적 기초연구거점 기능과 과학기반산업

<그림 2-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의미

국제(International)

과학(Science)

•세계 수준 기초과학 연구환경 조성
- 기초과학연구원
- 중이온가속기(KoRIA)
- 첨단 대형연구시설장비

•국제적 정주환경(교육, 의료, 주거 등)
•글로벌 개방형 연구거점(해외 우수 인재, 기
관 유치 등)

비즈니스(Business)

•과학기반산업 육성 및 거점과

+

벨트(Belt)

•거점-기능지구간 기능적-공간적 네트워
크화

5) 전·후방 연관 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식생산조직 등의 집적과 네트워킹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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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융합하여 혁신활동이 촉진되는 새로운 개념의

세계 각 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하는

지식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에 이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당시 이명박

르렀다. 따라서 현 정부는 기초연구 역량의 획기

후보는 점차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극복하고 산

적 제고와 신개념 국가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국제

업화를 넘어 지식기반시대에 걸맞은 선진화를 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조성을 본격

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CERN과 같은 인프

추진하게 되었다.

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세계적인 기초

과학벨트는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

과학의 허브’, ‘지식이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과

적 두뇌가 모이고, 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국

학비즈니스의 거점’, 이명박 후보는 이 같은 비전

가성장거점으로, 기초연구의 거점기능을 수행하

을 담아 과학벨트 조성 사업을 과학기술 분야의 대

는 거점지구와 거점지구 연구성과를 연계·확산

선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하는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을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08년 2월, 대
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과학기반산업’ 유형과 ‘과학-비즈니스 융합’ 개념

■ 과학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 유형
·과학지식이 주요한 기술적 토대를 이루는 산업(제
약, 반도체 등)
·벤처창업 등 과학지식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되는
신산업(바이오, 나노 등)
·과학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
는 산업(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과학-비즈니스 융합 개념
·기초연구과 과학기반산업이 상호 활발하게 협력·
연계

과학벨트 TF를 구성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걸쳐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및 대형 기초연
구시설 설치 등에 3.8조원을 투자하는 《과학벨트
조성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곧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되어 현 정부의 과
학기술분야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8년 10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3개 과학벨
트와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지식경
제부 주요 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제과학비
즈니스벨트추진단을 정식으로 발족하여, 본격적
으로 정책의 구체화 및 실행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2009년 1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나. 도입 경과

운영, 중이온가속기 설치 등과 관련하여 2009년
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약 3조6천억 원의 예산

과학벨트의 태동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벨트 종합계획》이

후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무렵 이명박 대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심의

선 후보는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소인 스위스의

를 통해 수립되었다. 《과학벨트 종합계획》에는 기

유럽공동원자핵연구소(CERN: Conseil Europ-

초과학연구원을 50개 연구단으로 구성하고 이 중

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을 방문하였

50%는 외부 Site-Lab으로 운영하는 등, 개방형

다. 이곳에서 지름이 27km에 달하는 지상 최대의

운영체제를 도입하는 것과 연구단장에게 연구단

과학실험 장치인 강입자 가속기 LHC를 중심으로

구성·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등의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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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08년 10~12월 동안

산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벨트의 핵심

가속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가속기 종류,

연구시설로서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기로 정하였

우선순위 등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

다. 이 외에도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국제적 정주

고 같은 해 12월 중이온가속기 설치 관련 국과위

환경 마련, 거점-기능지구 연계에 대한 내용이 포

<표 2-1-1>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2008.10)에 제시된 과학벨트 관련 내용
번호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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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를 개방형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주관기관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교과부

•첨단 연구환경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는 거점벨트 구축 및 기초과학 역량 제고

(국토부)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가칭)」설립·운영

교과부

과학벨트 내 ‘중이온가속기 설치’ 관련 논의 경과(2008.10~12)

■ 대형 기초연구시설에 대한 의견 수렴 경위
•공개토론회, 설문조사*, 전문가 Focused Group Interview, 공청회(2회), 과총 주요학회·전문위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의
견수렴
* 투자타당성 설문조사(2회), 우선순위 설문조사(1회)
•가속기 투자 타당성 설문조사(2회) 결과 최소 1기 설치에 공감
-대
 부분의 학회 및 연구분야에서 가속기 투자에 공감
① 1차(이메일): 669명중 74%가 거대연구시설로 가속기의 적절성 인정
② 2차(전화) : 1,177명 중 54%가 가속기 투자에 찬성

38%

16%

2개 모두
건설이 적당

25%

21%

1개만 건설하는 2개 모두 건설하지
것이 적당
않는 것이 적당

잘 모르겠음

■ 국과위 과학벨트 전문위원회 가속기 우선 순위 권고
◈ 결론 : 과학벨트 내 대형 기초연구시설로 중이온가속기 권고
•두 가속기(중이온가속기, 차세대방사광가속기) 모두 필요성은 인정되나, R&D예산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가속기 국내현황, 해외사례, 활용분야, 수요예측, 중복성, 설문조사 결과 등 다양한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함
•국내에 없는 중이온가속기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상징적 시설이며, 기초과학 역량강화라는 취지에 적합
•포항 방사광가속기의 성능향상 예산이 반영된 상황에서 방사광가속기 신규건설에 대한 투자는 중복투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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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다.

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국회의 특별법 심사 과

《과학벨트 종합계획》을 통해 과학벨트 조성을 위

정에서 충청권 입지를 명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

한 정책 방향이 제시된 후 2009년 2월에는 과학벨

장과 원안대로 특별법 상 의사결정기구인 ‘국제과

트 조성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과

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과학벨트위원회)에

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서 결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이

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는

후 특별법안은 무려 2년 여 간 국회에서 합의를 이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

루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벨트를 조성

2010년에는 세종시의 정부청사 이전 계획을 취

하고,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 기초과학연구시설

소하고 과학벨트를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의 설치 및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의 조성 등 종합

를 유치하는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어 과학벨트

적·체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핵심내용으로 하

의 입지가 세종시로 정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고 있다.

같은 해 6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과학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과학벨트 조성을 위

벨트의 입지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

한 작업은 국회에서 입지선정 문제가 이슈화 되면

였다. 이처럼 여야의 긴장되는 대립 속에 좀처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주요내용(2009.2)

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이 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2) 국
 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입지는 연구ㆍ산업기반의 구축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하되, 그 지정ㆍ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함.
나.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1) 기
 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규정함.
2) 국가가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ㆍ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국가가 거점지구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
한 세제ㆍ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연구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라.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안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
거점지구에 정주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하며, 외국의료기
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점지구에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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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특별법 제정은 결국

서는 과학벨트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 및

2010년 12월 8일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절차, 평가 지표 등을 담은 입지선정 계획이 확정

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동안 표류했던 과

되었고, 이를 근거로 입지선정을 위한 일련의 작

학벨트 조성사업은 다시 발 빠르게 추진되기 시작

업들이 발 빠르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같은 날 심

하였다. 2011년 4월 5일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과

의·확정한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학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국

과학벨트에 설치될 대형기초연구시설로서 중이온

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동시

가속기를 확정지었으며, 과학벨트의 핵심 인프라

에 출범하였다. 기획단은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

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거점지구에

하여 교육과학기술부 13명, 국토해양부 5명, 지식

통합 배치하기로 정하였다. 아울러 기초과학연구

경제부 5명 등 총 2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원의 연구조직인 연구단은 연구원의 내부와 외부

이어 2011년 4월 7일 과학벨트의 조성 및 지원

대학·출연(연)에 설치하되, 구체적인 설립형태는

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입지선정, 과학벨트 기

다양한 방안을 심층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2차례의 과학벨트위원회, 4차

사항 등을 심의하는 과학벨트의 최고의사결정기

례의 입지평가위원회 및 2차례의 기초과학(연)위

구로서 과학벨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과학벨트

원회의 논의 끝에, 2011년 5월 16일 개최된 제3차

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교

과학벨트위원회에서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계

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

획≫이 확정되었다.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의 거

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6개 관계부처 차관,

점이 될 과학벨트의 입지로서 거점지구는 대전 신

과학벨트 관련 분야의 학계·연구계 전문가 13명

동·둔곡지구, 기능지구는 청원군, 천안시, 세종

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이루어졌다.

시(구 연기군)으로 정해졌다. 또한 기초과학연구

과학벨트위원회는 산하에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

원은 본원, 캠퍼스, 외부연구단의 3개 유형으로 설

기 위한 분과위원회로 입지평가위원회와 기초과학

치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0개 연구단을 연

연구원위원회(이하 기초과학(연)위원회)를 두었다.

차적으로 구성·운영하여 3,000여명 규모의 연구

과학벨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 연계운영을 위해

원으로 육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한 6년간

분과위원회는 과학벨트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중심

의 총 5조 1,700억 원의 투자계획 또한 제시되었

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기초과학(연)위원회의 위

다. 이는 2009년 수립된 ≪과학벨트 종합계획≫

원 중 5명은 특별법 부칙 제2조6)에 따라 기초과학

에서 제안한 3조 5천억 원보다 1조 7천억 원 가

연구원의 설립위원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량이 증액된 규모로 기초연구 진흥과 우수 이공

2011년 4월 13일 개최된 2차 과학벨트위원회에

계 인력 육성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

6) 특별법 부칙 제2조(설립준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명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 연구원의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제16조에도 불구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
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다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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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 결과이다.

<그림 2-1-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안) 공청회
(2011.11.25)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과학
벨트 조성을 위한 굵직한 정책 방향이 제시된 이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1단계 과학벨트 조
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본격 착
수되었다. 6월부터 기초연구환경구축, 거점지구
기반조성,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구축 등 분야별
로 WG(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하여 계획

<그림 2-1-3> 《과학벨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과 목표

비전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세계 일류국가 창조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의 발전기반 조성

목표

•거점지구 공간개발과 기반조성으로 본격적 사업 추진기반 완성
• 기초과학(연)과 중이온가속기 완성으로 세계적 두뇌 유입기반 마련
• 과학벨트 내 첨단 과학기반 산업체 유치 및 혁신역량 강화

<표 2-1-2> 《과학벨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소요예산 (2011~2017)
(단위 : 억 원)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7

(100)

4,100

7,900

39,700

(56)

3,200

4,200

28,000

-

400

2,300

6,000

(44)

460

1,000

3,100

-

40

400

2,600

기초연구 지원
(기초과학(연) 운영 및 연구단 지원, 대형시설·장비 구축,
해외기관 유치 등)
연구기반 조성
(본원 및 캠퍼스 연구·행정동, 게스트하우스 등 관련 시설)
중이온가속기 구축

총계
51,700
(51,800)
35,400
(35,456)
8,700
4,560
(4,604)

기능지구 지원
(학·연·산 연계 인프라 구축, 학·연·산 공동 R&D 및
인력양성 지원)
※ 기초과학(연)과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는 거점지구 개발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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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구체화 하였다. 8월부터는 거점 및 기능지구

과학연구원 설립·운영,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기

를 관할하는 지자체 및 관련 단체·기관의 소속자

초연구환경구축 및 3개 기능지구의 과학-비즈니

로 구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구성·

스 융합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구축

운영하여 과학벨트 조성과 관련된 해당 지역의 의

등에 총 5조 1,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

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어 11

로써 향후 6년간 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월 중순 관계부처와의 협의, 11월 25일 공청회 등

의 길잡이가 될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을 거쳐 마침내 2011년 12월 2일 과학벨트위원회
에서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준비는 2011년 6월부터 시
작되었다. 당시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이었던 오

≪과학벨트 기본계획≫에서는 과학벨트 조성

세정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설립위원이 연구원

의 비전을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신성

설립에 관한 실무 업무를 총괄하였고, 산하에 연

장 동력 창출 및 세계일류국가 창조’로 표방하고,

구원 조직, 연구단 선정·평가, 연구원 건설 등 3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의 발전기반조성

개 분야별 WG(working group)을 구성·운영하

을 목표로 거점지구 조성, 기초연구 환경구축, 비

여 설립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또

즈니스 환경구축의 3대 부문별 10개 과제에 대한

한 과학기술 특화대학,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하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계획기간 동안

기관 파견자 등으로 구성된 설립사무국을 설치하

과학벨트 조성을 충실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기초

여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

<그림 2-1-4>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추진체계

과학벨트위원회
기초과학연구원위원회

설립 위원회

설립 사무국

(분야별 WG)

연구원 조직
•연구원 조직 설계 및

연구단 지원
•연구단 선정·평가 및

운영 체계 구축

지원방식 마련

•정관, 직제 등 마련

•연구영역 특성화

연구원 건설
•세부입지 선정
•건설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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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록 하였다.

결집하고자 하는 지역 사회의 뜨거운 열기를 느

2011년 6월 말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 캠퍼

낄 수 있었다.

스 설치 5개 특화대학(KAIST, GIST, DGIST,

설립위원회는 이같이 토론회 등에서 제시되는

UNIST, POSTECH) 부총장, 설립사무국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과학(연) 설립·운영 기본

등이 참여하는 ‘기초과학(연) 특화대학 협의회’를

계획≫을 마련하였고, 2011년 9월 21일 기초과학

구성·운영하였다. 캠퍼스의 운영방식, 연구단장

(연)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였다. 이후 설립위

후보군 발굴 계획 등 캠퍼스의 운영 전반에 관해

원회는 확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정관, 직제, 인사

의견을 교류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등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기초과학연구원 포럼(2011.4.29), 국립 자

2011년 11월 21일 설립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마침

연과학대학장 협의회(2011.9.7), 과학기술계 토론

내 기초과학연구원이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회(2011.9.8), 권역별 지역토론회 등을 통해 기초

연구원의 설립·운영 모델을 구체화 시켜가는

과학연구원의 조직과 운영방식, 인력구성 등에 대

중에 초대 기초과학연구원의 원장 선임을 위한 작

한 과학기술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였

업이 진행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7월

다. 특히 권역별로 실시된 지역토론회에서는 연구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과학연구

단의 유치를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원 원장 선임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공모방식

7)

<그림 2-1-5> 권역별 지역토론회(2011.8~9)

대전(ʼ11.8.4)

부산·울산(ʼ11.8.4)

대구·경북(ʼ11.8.11)

광주·전남(ʼ11.8.30)

7) 대전(2011.8.4), 대구·경북(2011.8.11), 부산·울산(2011.8.25), 광주·전남(2011.8.30), 경남(20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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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추천방식을 통해 국내와 국외에서 후보자를 발

을 추진하고 있다. 단, 기초과학연구원의 건물이

굴하였다.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는 발굴된

건립되기 전까지 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 2011년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말부터 임시로 대전 KT 빌딩 사무실을 임차하여

초 최종 후보자 3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하

활용하였다. 효과적으로 연구원을 건설하기 위해

였으며, 11월 중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임명 제

2012년 중 ≪기초과학(연)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

청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25일 오세정 원장

립을 목표로 2012년 상반기까지 관련 기술용역을

이 초대 기초과학연구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연구

추진하였으며, 향후 수립되는 ≪기초과학(연) 건설

원장은 그간 설립위원회에서 진행되어 온 사무를

공사 기본계획≫에는 연구원의 건축 개념 및 방

정식으로 인계인수 받아 본격적인 연구원 운영에

향, 공간배치계획, 동선계획, 설비계획, 연도별 투

돌입하였다.

자계획 및 총사업비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1월부터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장

2012년 1월부터는 과학자, 기관운영자, 단지·건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공모

축계획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기초과학(연) 건축

를 통해 2월까지 총 101명의 신청자가 접수되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 방향, 규모, 발주방

고, 연구단 선정·평가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해

식 등 건설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11명으로 심층평가 대상자가 압축되었다. 이후 해

을 진행하였다.

외석학이 과반수이상 포함된 후보자별 평가위원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위해 2010년 3월부터 과

회를 구성하여 공개심포지엄(2011.4.27), 비공개

학벨트에 설치되는 중이온가속기의 대략적 형태

토론(20114.28) 등 심층평가를 통해 후보자의 적

와 주요 사양을 정하기 위한 ‘중이온가속기 개념설

격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해외석학들

계’에 착수하였고, 이듬해인 2011년 2월 중이온가

에게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를 요청하고 이를 평가

속기 개념설계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이후 2011년

에 반영하였다. 연구단 선정·평가위원회는 심층

4월 ≪과학벨트 추진방안≫을 통해 과학벨트의 핵

평가 결과 및 추천서 등을 검토하여 최종 추천여

심 대형기초연구시설로서 중이온가속기의 구축을

부를 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과학자문위원회

확정하고, 2011년 5월 16일 수립된 ≪과학벨트 추

의 자문(2011.5.3)을 거쳐 원장은 5월 7일 1차 연

진계획≫에서는 사업기간 7년(2011~2017) 동안

구단장 10명을 선정하였다. 1차로 선정된 연구단

총 사업비 4,604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결정되

장 10인은 해외 교포 과학자 3명을 포함하여 수

어 이후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의 추진에 더욱 박

학·물리학·생명·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 최고

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의 과학자들로 구성되었다. 6월부터는 2차 연구단

한편, 개념설계의 후속 작업인 상세설계에 본

장 선정을 추진하여 10월 추가로 7명의 연구단장

격적으로 착수하기에 앞서 개념설계의 내용과 향

을 선정하였다.

후 사업방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제자문위원회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운

의 자문을 실시하였다. 국제자문위원회는 미국 페

영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작업과 함께 본원과 캠퍼

르미연구소(Fermilab) 김영기 부소장을 위원장으

스의 연구공간 및 편의시설, 정주여건 등의 조성

로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독일가속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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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GSI), 미국 미시건 주립대(MSU) 등 소속의

치의 구축계획 등에 관한 종합 로드맵(road map)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국제자문은

인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2011년 7월부터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3개월

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까지 국제자문 결과를 바

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개념설계의 독창성 및

탕으로 개념설계의 보완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기술 실현가능성, 국제협력 방안, 예산·인력·일

후 상세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였다. 자문결과 개

≪과학벨트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거점

념설계에서 제시된 한국형 희귀동위원소가속기의

지구의 개발을 위한 작업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

설계 독창성을 인정받았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성

다. 거점지구인 대전 신동·둔곡 지구의 개발을 위

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해 2012년 2월, 국토해양부장관이 거점 및 기능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쟁력 있는 시설

구를 지정·고시하여 공간조성계획 및 개발계획

로 평가되었다.

수립을 위한 거점·기능 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하

2011년 12월에는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을 전

였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

담할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을 기초과학연구원

정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지리적으로 중첩되는

에 설치하였고, 사업단장으로 김선기 서울대 물리

거점지구의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2011

천문학부 교수가 선임되었다. 2012년 1월, 중이온

년 11월 1일 이를 확정하였다.

가속기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주요장

기능지구의 지원을 위해서 2012년 ‘과학-비

<그림 2-1-6> 과학벨트 홈페이지·블로그·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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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니스 융합전문가(PSM: Professional Science

필요했다. 과학벨트는 전에 없던 신개념의 패러다

Master) 양성’ 및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R&D 지

임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정하여 추진

홍보가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예산 투

하였다. 또한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

자에서 기인하는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들로 인해

능지구 지원프로그램의 세부 기획도 시작하였다.

자칫 과열될 수 있는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사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업 바로 알리기’ 작업도 요구되었다. 이에 전문 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적

보업체 등을 활용하여 TV, 신문 등 언론 매체, 설

기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명회, 심포지엄 등의 국내외 행사, 홍보책자, 동영

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상대적으로 2009년

상, 인터넷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통한 효

부터 2011년까지는 과학벨트의 종합적인 계획 수

과를 알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푸는 노력을 꾸준하

립을 위한 기획연구,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위한 개

게 진행하였다.

념설계,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준비 및 설립 이후
초기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재원 등 비교적 소규모의
예산이 필요했다. 그러나 주요사업이 본격화되는

2. 주요 내용 및 성과

2012년부터는 소요예산이 정부 전체의 기초 R&D
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예산편성 및 배분의

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기초연구지원,

(1)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수행 기반 마련

연구기반조성, 중이온가속기 구축 및 기능지구 지

기존의 출연(연)은 응용·개발 중심의 연구를 중

원 등에 총 4,1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다. 그러

점적으로 수행해 왔고, 대학은 상대적으로 기초연

나 예산당국의 심의과정에서 주요사업인 연구단

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대

운영을 위한 실제 예산 투입가능 시기 등을 감안

부분이 소규모의 개인연구 위주였다. 우리나라에

하여 2,100억 원으로 조정된 정부안이 국회에 제

서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기초연구는 그

출되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

모험적 투자에 따른 위험성으로 인해 사실상 공백

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12년 정상적인 사

의 연구영역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

업추진을 위해서는 중이온가속기 구축 예산의 일

초과학연구원의 설립은 그간 대학·출연(연)에서

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여 관련 예산

수행하기 어려웠던 대규모의 장기 집단적인 기초

을 100억 원 증액하였다. 이로써 2012년도 과학

과학 연구 및 기초과학 기반의 순수 기초연구에 도

벨트 조성을 위한 예산은 최종 2,200억 원으로 확

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었다. 이로써 우

정되었다.

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초과학강국으로 도약할 수

5년간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한편, 기초과학연구

에서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진동력을

원의 연구단은 연구테마와 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운영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50여명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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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영역

Knowledge/Science

Market/Technology
공공·융복합 원천기술

Oriented

중장기 산업핵심기술

Oriented

기초과학 지식창출

단기 산업기술

대규모

항우연
원자력연

집단
연구

기초과학
연구원
천문연
기초지원연
수리연

중규모
팀
연구

산업기술연구회

KIST
생명연

막스플랑크(독),

철도연
지자연
건기연

전기연
기계연
생기연

헬름홀프(독)

RIKEN(일)

ETRI

산
업
계

AIST(일). 프라운호퍼(독)
소규모

대학

개인
연구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이 동일한 연구공간에 결집하여 연 100억 원 내외

영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국내외 대학·연구기

의 연구비로 장기간 기초과학 지식창출을 위한 기

관이 보유한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

초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록 하였다.
본원 연구단은 거점지구 내에 설치되는 본원의

(2) 혁신적인 운영시스템 도입

연구부서로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담기

기초과학연구원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물리적으로 거점지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연구 조직에서 실행하기 어

구에 위치함에 따라 세계적 연구 인력과 기관을 유

려웠던 혁신적인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우선

치할 수 있는 핵심 매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

연구단은 본원 연구단, 캠퍼스 연구단, 외부 연구

다. 캠퍼스 연구단은 과학기술 특화대학 및 출연

단 3개 유형을 네트워크 형태로 설치하여 각각 운

(연) 등과 연계·운영하여 우수연구자의 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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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기초과학연구원의 기본철학

수월성
(Excellence)

개방성
(Openness)

기초과학
연구원

자율성
(Autonomy)

창의성
(Creativity)

신진 인력의 지속적인 순환체계가 구축될 수 있

록 설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신진 연구인력이 유

도록 하였다. KAIST-대덕 출연(연) 연합, GIST,

입·유출될 수 있도록 유동적인 인력 구조를 유지

D·U·P 연합(DGIST·UNIST·POSTECH)의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단장

3개 캠퍼스를 설치하여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별

을 우선 유치하여 연구단장에게 인력의 구성, 세부

기초과학 역량을 결집하고 인근 대학·연구기관

연구 내용과 연구비의 배분 등 연구단의 운영에 관

등에 첨단 연구시설·장비 활용의 기회를 제공할

한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연구단별 운영의 독립성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 연구단은 국내외 대학·

을 보장하였다. 또한 3년 단위의 연구비 지원, 정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집단을 선정하여 지원함으

부출연금 100% 지원 등 모험형 주제에 대한 도전

로써 해당 연구집단이 그간 구축해 온 국내외 네

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

트워크와 연구시설·장비를 유지하며 발전할 수

써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

있는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었다. 뿐만 아니라 첨단 장비와 고급 기술 인력을

연구단은 국내외 우수 인력이 활발하게 참여하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연구 집중도를 제고하고 연

는 개방형 조직으로 운영된다. 전 세계 과학자를

구자가 연구 이외의 협약, 정산, 평가 등 행정 업

대상으로 유치함으로써 세계적 연구거점을 지향

무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국제

하였다. 또한 국내외 대학·출연(연)의 교수·연

적 수준의 연구몰입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구원 등 외부의 인력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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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기초과학연구원 조직도(2017년 기준)

이사회
감사

원장

과학자문위원회

(부설)가속기연구소

사무처

정책기획본부
연구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연구단

연구단

연구단

(본원)

(캠퍼스)

(외부)

(3) ‘사람 중심’의 연구단 선정평가 체계 구축·

는 달리, 연구단장을 먼저 선정하여 연구분야를

운영

결정하고, 이를 통해 연구부서인 연구단을 구성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존의 출연(연)이 사전에 연구

하는 ‘사람 중심’의 선진적인 평가방식을 도입하였

분야를 먼저 정하고 연구부서를 구성하는 방식과

다. 우선 평가대상 후보자만을 위해 세계적 전문

<표 2-1-3> 2012년도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
연구단장
신희섭
유룡
김은준

나노 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김기문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Charles D. Surh

면역 미생물 공생 연구단

오용근

강상관계 물질 기능성 계면 연구센터

현택환

나노 입자 연구단

김빛내리

유형
본원
KAIST 연합 캠퍼스

D.U.P 연합 캠퍼스

IBS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노태원

Yannis K. Semertzidis

RNA 연구단
우주의 기원 및 대칭성 연구를 위한 연구단

외부연구단
(서울대학교)
GIST
캠퍼스

남창희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장석복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남홍길

식물 노화ㆍ수명 연구단

D.U.P 연합 캠퍼스(DGIST)

첨단 연성 응집 물질 연구단

D.U.P 연합 캠퍼스(UNIST)

Steve Granick
이영희
Gabriel Aepp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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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나노구조물리연구단
서울 원자 규모 과학·공학 연구소

KAIST 연합 캠퍼스

외부연구단 (성균관대)
외부연구단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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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2012년도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공개모집

1step
연구단선정·평가위원회
(Selection & Evaluation Committee)

후보자 Pool

과학자문(위)
추천(SAB)

2step

분과위원회(sub-committee)
평가대상결정

분과위원회+
국내외전문가

Pre-screening

수리
과학

3step
후보자별
평가위원회
(Review Panel)

동료평가

4step

동료평가 결과와 Reference
Letter를 기반으로 평가

생명과학
(기초의약학
포함)

후보자별 평가위원회(Review Panel)
분과위원회(1~2명) + 국내외전문가(5~6명)

5step
종합평가

화학
(나노과학
포함)

…

공개 심포지움 &토론

Reference Letter 요청

선정평가위원회
(SEC)

물리
천문
지구과학

6step
과학자문위원회

원장

평가결과 검토 및 자문

연구조건 협상 및 확정

가로 구성된 ‘후보자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

를 유치대상으로 발굴하고 개인별 연구비와 처우

개심포지엄 및 토론 등 심층 평가를 실시하는 한

등을 맞춤으로 지원하는 ‘사람중심’ 체계로 운영된

편, 평가위원에 해외석학을 다수 포함하여 전문적

다. 젊은 과학자에게는 연구단 내 또는 별도 소형

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연구단장의 수월성, 연구계

연구그룹 구성 등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연구기회

획의 우수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2

를 제공하여 미래의 연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

년 선정된 연구단장들은 수학·물리학·생명·화

회가 제공된다. 석·박사 과정의 학생에게도 학연

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자

협력대학원, 소속대학과 기초과학(연)간 공동연구

들로 구성되었다.

실 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활발한 연구단
참여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4) 국내외 우수인재 유치·지원

2012년 초부터는 2017년까지 500명의 해외 우

기초과학연구원은 우수 과학자에서 신진 연구자

수인력의 유치를 목표로 하는 ‘Brain Return 500’

까지 다양한 인재 유치를 목표로 혁신적인 제도와

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교육 과학기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 세계 우수과학자

술부는 2012년 2월 초 미국 시카고와 보스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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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과학자 간담회, 신진연구자 설명회 등을 개최

념설계 보완 및 상세설계를 수행할 연구인력 위주

하여 과학벨트와 관련된 정부 시책과 우수연구자

로 신규 인력을 확충하였다. 한편 2012년 현재 16

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개의 연구단이 선정되고 연구단 인력구성 작업이

하였다. 재미(在美)과학자 간담회에서는 재미과학

본격화되면서 기초과학 분야의 고급 인력들을 위

자협의회 회원, 하버드대, MIT 교수 등이 참석한

한 일자리 제공의 기회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가운데 과학벨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기초과
학연구원의 혁신적인 운영모델을 소개하였다. 또

(6) 창조적인 연구 공간 건립 추진

한 미국 최상위 대학이 집중된 보스턴에서는 한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와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

인 이공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을

성을 위해서는 공간적 기반조성 또한 중요하다.

통해 지원되는 젊은 과학자 대상의 다양한 프로

이에 앞으로 건립될 기초과학연구원은 연구자의

그램과 연구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귀국을 고려

창의력을 자극하고 학문간 융합을 활성화 할 수

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고민과 수요를 듣는 기회

있도록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의 조성하

를 만들었다.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점지구에는 기초과

기초과학연구원도 2012년 초부터 대만, 독일 등

학연구원을 총괄하는 본원을 건립하고, 캠퍼스는

을 방문하여 선진적인 연구 지원시스템을 벤치마

각 유치대학 내부나 인근에 조성할 계획이다. 아

킹하고 동시에 그 나라의 우수 과학자들의 유치를

울러 다양한 기초과학 연구에 적합한 최첨단 연구

위한 연구단 홍보 활동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기

공간 외에도 편의시설, 정주여건 등을 함께 조성

초과학연구원 연구단과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할 방침이다.

에 2012년 해외우수과학자(귀국 과학자 포함)12명
을 유치할 수 있었다.

(7) ‘기초과학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
과학벨트의 입지가 선정되고 1년이 지난 2012년

(5) 고급 이공계 일자리 창출 추진

5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은 2012년도 연구단 선정을 시작

개원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

으로 2017년까지 50개 연구단으로 단계적으로 확
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설기관으로 가속기연
구소를 설치하고, 타 기관 소속의 파견·겸직자,
학생 연구원 등 소속에 관계없는 모든 상주 인력을
포함하여 2017년에는 약 3,000명의 인력으로 운
영되는 연구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2011년 11
월말 연구원 설립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본원에
서는 설립 초기 연구원 운영 및 연구단 선정 전 연
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신규 인
력을 채용하였다.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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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을 통해 과학벨트 입지선정 1주년 및 기초과학

있는 논의를 펼쳤다.

연구원의 개원을 기념하고 5월초 선정된 기초과학
연구원의 첫 연구단장들을 대내외 소개하는 자리

나. 중이온가속기 구축

를 마련하였다.
심포지엄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주

(1) 첨단 기초연구의 초석이 될 한국형 중이온가

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

속기 구축

노벨상 수상자인 대만의 유안 리(Yuan T. Lee)

‘과학자들의 꿈의 구장’이라고 불리는 중이온가속

교수 등 기초과학분야 국내외 석학, 스콧 와이트

기는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지구상의 모든 원소의

먼(Scott Wightman) 주한 영국대사 등 외교사절,

오온을 가속한 후 물질에 충돌시켜 새로운 원소를

정부 출연(연) 기관장 등 400여명의 인사가 참여

생성·실험하는 장치로서, 핵물리, 천체물리, 현

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의 시작을 축하하였다.

대과학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첨단 연구시설이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개회식 기

최근 노벨물리학상의 약 20%정도가 가속기를 활

념사를 통해 “기초과학연구원이 전 세계 과학자들

용한 연구에서 나올 정도로 미국, 일본, EU 등에

이 오고 싶어 하는 꿈의 연구원이 되도록 지원과

서는 이미 다수의 중이온가속기를 운용 중이며 경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과학

쟁적으로 신규 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벨트 사업은 국가성장발전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

2010년부터 2011년 초까지의 개념설계를 통해

한 우리국민 모두의 원대한 꿈이자 숙원 사업으로

한국형 희귀동위원소 가속용 중이온가속기가 제

서 우리 정부 과학기술분야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

안되었다. 이는 높은 가속에너지로(200MeV/u)

매김 하였으며,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을 융합해 대

우라늄(Ur)까지 가속이 가능하며, 세계 최초로 동

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풍요롭게 할 새로운 지식의

위원소 생성 방식인 IFF8)와 ISOL9)방식을 동시에

산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택하여, 다른 나라에서 현재 운용 중이거나 구

아울러 개회식에서는 대만국립대학의 유안 리

축 중인 중이온가속기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경쟁

의 연설 및 기초과학연구원 오세정 원장의 연구단

력 있는 시설로 평가되었다. 이는 빔의 세기가 세

장들에 대한 소개와 기초과학강국으로의 비전이

계에서 가장 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온을 가

제시되었다. 오후에는 일본고에너지가속기연구소

속시킬 수 있어 폭넓은 범위의 연구 수행을 가능

아쓰토 스즈키(Atsuto Suzuki)원장과 신희섭·현

케 할 수 있다.

택환 연구단장이 ‘기초과학의 미래’를 주제로, 파

이 같은 중이온가속기 개념설계에 대해 미국 페

스퇴르연구소 울프 네바스(Ulf Nehrbass) 소장과

르미연구소, 독일 GSI, EU CERN, 캐나다 TRI-

KAIST 이민화 명예교수, STEPI 하태정 본부장이

UMF 등 소속 세계최고 가속기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벨트와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심도

국제자문위원회에서는 자문결과로 과학벨트에 설

8) In-flight fragmentation : 얇은 표적에 우라늄과 같은 중이온을 충돌시켜 다양한 고에너지 단수명 동위원소를 생성시키는 방식(소전류, 고에너지 빔)
9) ISOL(Isotope Separation On-Line) : 두꺼운 표적에 양성자를 충돌시켜 다양한 저에너지 단수명 동위원소를 생성시키는 방식(대전류, 저에너지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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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될 중이온가속기의 설계 독창성을 인정하였으

(2)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로드맵 수립

며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 과학

국내외 인적·물적 자원을 총 결집하여 중이온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설이

가속기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2012년 12월부터 기초과학연구원 내에는 중이온
가속기구축사업단이 설치되었다. 사업단은 중이

<그림 2-1-12> 중이온가속기 개념설계에 대한 국제자문 결
과 관련 언론보도

온가속기 장치 제작·설치, 시설건설 등, 사업을
총괄·시행하고 구축 관련 국제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의 추진을 담당한다. 또한 국제기술자문위원
회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가속
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
를 실시하게 된다.
2012년 1월에는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017년 중이온가속기 구
축 완료시까지의 로드맵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은 개념설계의 보완 작업
과 상세설계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어 2013년 상
반기까지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핵심기술개
발을 통해 2017년 초까지 가속장치 개발, 2017년
말에는 중이온가속기의 설치의 완료 및 시운전 돌

<그림 2-1-13> 중이온가속기 구축 추진일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단 구성
중이온
가속기
제작

상세설계
제작 및 구축
조립 및 설치
시운전 테스트
건축 기본 계획 수립

건설

공사입찰 및 기본설계
건축 인허가 및 실시 설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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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

입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 이 자리에서 양측 간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고

(3) 해외 가속기 연구소와의 국제협력 강화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 되었으며,

중이온가속기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MSU

국내 중이온가속기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

FRIB(미국), 페르미연구소(미국), CERN(EU),

두보로서 페르미연구소에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

GSI(독일), RIKEN(일본), GANIL(프랑스), TRI-

여 국내 신규인력을 파견·양성하는 방안도 함께

UMP(캐나다) 등 해외 가속기연구소와의 인력·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12년 8월 드디어 페르미연

기술 교류를 위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제자문위

구소에 ‘한미가속기 협력센터ʼ가 설치되었다. 이밖

원회의 자문결과에서도 중이온가속기 구축 경험

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추진을 위하여 중

이 없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구축 경험이 풍부

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이 소속되어 있는 기초과학

한 해외 가속기연구소와의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연구원과 페르미연구소 간 협력 MOU를 체결하기

통해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핵심 기술개발

로 합의하였다. 이는 앞서 2010년 6월 체결된 한

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2012

국 교과부와 미국 DOE 간 체결된 고에너지 및 핵

년부터는 해외 가속기 연구소와의 국제협력이 본

물리 분야 협력 시행약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

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로서 향후 한-미간 가속기분야 협력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2012년 5월에는 독일 GSI와 협력 MOU

<그림 2-1-14> 교육과학기술부 김창경 제2차관의 페르미연
구소 방문(2012.2.7)

를 체결하였으며, 2~3차례의 국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계 유수의 가속기 연구
소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4) 이용자 그룹 중심의 운영체계 마련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에 활용연구시설부 및 이
론연구부를 두어 활용자의 의견을 설계 단계에부
터 적극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이용자로 구성된
‘중이온과학연구협의회'를 정식 발족하여 조기에
이용자를 육성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그 결과 2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김창경 제2차

통해 중이온가속기가 구축되는 2017년에는 국내

관이 미국 페르미연구소를 방문하여 중이온가속

외를 포함하여 1,000여명의 이용자를 확보하여 우

<표 2-1-4> 《과학벨트 기본계획》 연도별 이용자그룹 육성계획(안)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용자그룹(명, 누적)

250

400

550

700

8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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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연구성과들이 창출될 수 있는 이용기반을 확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은

충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
해 미국 페르미연구소에 공동연구센터를 개설하

(5) 국·내외 산업체 참여·활용 확대

였다. 북미 지역 주요 가속기연구소에 인력을 파

중이온가속기 구축에 있어 국내 산업체의 참여를

견하고 가속기 개발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

통한 우리나라 산업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

여 핵심기술을 배워오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보수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기

도 독일의 GSI, 포항 방사광가속기연구소, 양성

위한 방안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논의 되었다. 특

자가속기 사업단 등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가속

히 전체 중이온가속기 부품 중에서 구매할 부품과

기 구축에 필요한 인력 70명을 적시에 양성해 나

자체 개발할 부품 등으로 전략적으로 구분함으로

갈 방침이다.

써 중이온가속기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
감할 계획이다. 초전도, 진공, 제어 등 국내 파급

다. 거점·기능지구 조성 및 지원

력이 큰 기술의 경우에는 국내 산업체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가속기 건설뿐 아니라

(1) 공정하고 신속한 입지 선정 추진

다른 분야 산업에도 활동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는 2012년 5월 16일 대전 유

으로 기대한다.

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 총 3,699,359m2(약 110만
평) 규모의 신동·둔곡 지구가, 기능지구는 청원

(6) 신규 가속기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군, 천안시, 세종시(구 연기군)가 선정되었다. 이

가속기 구축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가 제한적인

는 특별법 시행 및 과학벨트위원회 구성 이후 약

<그림 2-1-15>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위치
거점지구
구분

위치

면적(㎡)

신동지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일원

1,699,252

둔곡지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일원

2,000,107

기능지구
구분

70

면적(㎡)

인구(만인)

청원군

814.1

15.6

천안시

636.3

58.0

연기군

361.4

8.2

주요개발지역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제3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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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구어 낸 큰 성과

(2) 거점지구 공간조성 계획 수립

였다. 우선 과학벨트의 입지는 지역 간 과열경쟁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개발은 핵심 도입 기능을 감

방지를 위해 공모방식을 배제하고 과학벨트위원

안하여 공간 구성 및 배치를 하고, 기존 자연환

회의 조사·분석·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을

경·기반시설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채택하였다. 과학벨트위원회는 과학기술계 전문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

가들이 주축이 되어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

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였다.

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지를 선정하였다.

거점지구는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가

이에 따라 과학벨트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대규모

설치되는 기초과학 연구시설(1,563천㎡, 47만평)

국책 사업의 추진 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지자체

과 산업시설용지(746천㎡, 23만평) 등 핵심기능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기에 불

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다. 거점지구 내 직주근접

식시킬 수 있었다.

형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
지를 배분(195천㎡, 6만평)하였으며, 자연친화적

<그림 2-1-16> 거점지구 개발절차
개발 기본구상
* 과학벨트 기본계획
(교과부 장관)

지구(거점·기능) 지정

기존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수립·착공

(국토부 장관)

(지경부 장관)

(사업시행자)

<그림 2-1-18> 거점지구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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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한 공원, 녹

설과의 균일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둔곡지구 중앙

지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867천㎡, 26만평), 장래

동측에 배치하여 신동천 및 삼청천 등 기존 자연환

거점지구 활성화에 대비하여 유보지(72천㎡, 2만

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로 계획하였다.

한편, 거점지구로 선정된 신동 및 둔곡 지구가 대

거점지구 내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은 연

덕연구개발특구로 이미 지정·고시된 지역인 관계

구공간의 쾌적성, 정숙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로 개발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12조10)에 따라 <연구

이 비교적 우수한 둔곡지구 남측에, 중이온가속기

개발 특구법>에 규정된 개발절차를 준용하여 추진

는 규모·형상·수계지역 회피 등 입지 요건을 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26일 지식경

려하여 신동지구 북측에 배치하였다. 산업시설은

제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상의를 거쳐 과학벨

과학-비즈니스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대덕연구개발

과 부지활용성을 고려하여 신동지구 남측, 둔곡지

특구 2단계 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 실시계

구 중심·북측에 해당하는 중심부에 배치하였다.

획 수립을 추진중이다.

근린생활시설, 공원녹지 등은 기초연구 및 산업시

<표 2-1-5> 거점지구의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계획
주택

기초과학연구원 내 게스트하우스, 세종시 제4생활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급

교육

대전외국인학교 및 세종시 유치 외국대학 등 활용

의료

거점지구 내 긴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지역 대형 의료시설과 연계

방송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100분의 30) 최대한 활용

<그림 2-1-17> 거주형태 사례
구분

도시형생활주택

중정형 아파트

타운하우스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자들이 모여 사는 주거환경

가족단위의 독립적인 주거환경

소규모 주택

과학자간 커뮤니티 형성 유도

중대형 규모의 고급주거

사례

특징

10) 특별법 제12조(거점지구의 개발) ① 거점지구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개발은 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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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추진

령에 따라, 각종 조세, 부담금, 임대료 감면, 외국

거점지구는 창의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공

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 등 거점지구에 입주하는

간을 조성하고 지식 전달과 창출, 휴식이 연계되는

기업에 대한 조세·재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커뮤니티형 정주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타
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수요를 반영하여
약 4,300가구 내외의 주택, 초등학교, 근린생활편

거점지구 입주기업 인센티브

•(특별법 제29조) 국세·지방세 감면, 임대부지의 조

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 정주환경

성 및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

을 계획 중인 세종시·대전광역시와 역할을 분담

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

하여 외국인 과학자와 가족을 위한 주택, 교육시
설, 의료시설, 방송 등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편리한 국내·외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
하여 기존에 구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교통체계
를 활용하고 인천·청주국제공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적용)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
촌특별세·재산세·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감면, 부담금 감면, 단지활성화를 위한 자금지
원등

(4) 거점지구 내 과학기반산업 육성·지원

(5) 기능지구의 과학비즈니스 혁신역량 강화

거점지구에 우수한 과학기반 첨단기업이 모여들 수

과학-비즈니스의 융합을 위한 기능지구의 혁신역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제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 내 대학·연구소·기업

거점지구에 746천㎡(약 23만평) 규모의 산업시설용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집중

지를 조성하여 거점지구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

지원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우선적으로 40억

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의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활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연구 성과 후속 R&D’

용할 수 있는 첨단제조업과 R&D기능 중심의 지식

지원 및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 지원 등

기반서비스 영위 기업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다.

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기초연구 후속 R&D’

또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등 관련 법

는 7개 화제를 선정하여 기능지구 소재대학, 연구

<표 2-1-6> SB 플라자 주요 사업(예)
특성화여건

유형

수행 기능
지구 내외의 대학·기업·연구소 등의 연구기능 집적화를 통한 연구개발 및 산업과 연계

산업

연구하우스

밀집지역

산업단지 캠퍼스

주거·사무

어번컬리지

밀집지역

(Urban College)

Biz connect 센터

외부캠퍼스 유입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R&D/산업인력 등) 및 취업·창업과 연계
어번컬리지(도시 내 빌딩형 직업전문대)유입을 통한 생활서비스 인력양성 및 도시형 창업
등과 연계
지구별 Biz connect 센터를 통해 지구간 또는 벨트내외 혁신주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Onechannel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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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이 주관기관이 되어, 참여기업이 실제 산업적

을 강화하고, R&D 및 사업화 전문인력을 적극적

용이 가능한 실용화 단계까지 후속연구개발을 지

으로 양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할 계획이다.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

2014년부터는 각 기능지구별로 취약한 과학비

을 위해 기능지구별 1개의 특수대학원(한국기술교

즈니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 내 대학, 산

육대(천안), 충북대(청원), 홍익대(세종)) 전문석사

업체 등이 모여 R&D,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을 수

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기초과

행하는 공간적인 거점인 ‘SB플라자(Science-Biz

학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비즈니스를 접목시킬 수

Plaza)’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구별 여건 및

있는 과학경영 전문 인재를 2017년까지 300명 내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학·연·산

외로 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3년 이후에는

컨소시엄 등 지방사업단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

혁신기업의 신사업 창출은 위한 R&D 등으로 확대

는 사업모델을 설계·구축할 계획이다.

하여 학·연·산 공동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한편, 과학벨트 내 과학기반 산업체의 혁신활

기능지구 현황

【 천안시 】
•(R&D투자) 민간 중심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전국 내 비중(‘09,%) : 천안(7.4), 전국평균(0.37)

•(혁신기업) 벤처·이노비즈 기업수가 528개로 전국 평균(111개)보다 높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26.4%(벤처) 증가(전국
22.1%)
•(산업특성화) 지역 내 대기업 중심의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집적화 추세
* 삼성전자(LCD)·SDI(PDP, 2차전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및 협력사 소재

【 청원군 】
•(R&D투자) 민간 중심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
* 전국 내 비중(‘09,%) : 청원(1.6), 전국평균(0.37)

•(혁신기업) 벤처·이노비즈 기업수가 307개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24.4%(벤처) 증가
•(산업특성화) 오송·오창 단지 중심의 정밀기기 및 전자·정보기기, 의약·바이오 분야 집적화 진행 중
* 오송 : 의약품·화장품 제조업체(36개), 의료기기 업체(18개),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4개) 등 58개사 입주 확정(‘10.10)
오창 : IT(반도체), BT, BIT 융합 분야 형성 중

【 세종시 】
• (R&D투자) 타 지역과 유사 수준의 투자를 보이고 있음
* 전국 내 비중(‘09,%) : 연기(0.46), 전국평균(0.37)

•(혁신기업) 벤처·이노비즈 기업수가 58개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7.4%(벤처) 증가
•(산업특성화) 향후 세종시 개발과 입주가 가시화되면 지식산업 중심 산업단지 및 우수 정주환경 조성 예상
* 조치원 산업단지 등 7개 지방 산업단지가 있으나 활성화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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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강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공동으로 「과

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작업을 본격

학벨트 투자펀드」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

화 할 때이다.

과 차별화하여 지구별 특화분야 중심으로 유망 중

2012년 16개 연구단 구성·운영을 시작으로

소·중견기업 및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에 집중 투

2017년까지 50개의 연구단으로 확대·육성하는

자할 예정이다.

시책 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
다. 기초과학연구원의 물리적인 연구공간의 건립

(6)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및 성과

또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초과학연

확산 촉진

구원과 더불어 과학벨트 내 국내외 우수 인력 유

과학벨트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형

치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중이온가속기는 2013년

성하도록 거점·기능지구 간 연계·협력을 지원

까지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주요 장치의 개

할 방침이다. 거점지구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

발·제작을 추진하여 2017년까지는 구축을 완료

구장비·인력을 기능지구 내 혁신주체가 공급할

할 예정이다. 한편, 중이온가속기 외에 포항방사

수 있도록 ‘연구장비 개발’ 및 ‘연구장비 전문인

광가속기와 같이 국내에서 구축 중이거나 운용 중

력 양성’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벨트

인 가속기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국가 대

내 혁신주체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연구성과 확

형가속기 거버넌스 통합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산을 촉진하고 벨트 내 우수 연구개발서비스 기

통해 가속기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를 효율적으

관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바우

로 활용하고 국가차원의 가속기 장기 로드맵을 마

처’11)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인력공급·지식재산

련하여 전략적으로 가속기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이전·창업·투융자 등 혁신활동 수요에 대한 지

예정이다.

원을 One-channel로 연결하는 ‘비즈 커넥트 센터

거점지구의 개발은 2013년 토지보상을 거쳐

(Biz-Connect center)’를 SB플라자 내에 설치·

2015년에는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분양을 시

운영할 예정이다.

작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기능지구의 지원도 시
범사업 뿐만아니라 세부 지원 프로그램의 상세기
획을 거쳐 본격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3. 향후 과제

이처럼 《과학벨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
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 5년간은 과학벨트 조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

2012년부터 향후 6년간 약 5.2조 원 규모의 예산

하고, 법·제도적인 토대의 구축 및 과학벨트가

을 투입하는 연차적인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

지향하는 청사진을 도출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기울였다. 이에 앞으로는 그간의 초석을 기반으로

가속기의 부지매입비는 거점지구 개발 사업시행

11) 연구개발서비스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기관·기업의 수행비용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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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
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기초연구를 통한 연구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결실
로 맺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막대한 투자가 뒤따르며, 이 같은 적
극적인 투입과 성실한 연구를 통한 과정의 충실함
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과학벨트 조성을 통한 과학과
비즈니스 융합의 궁극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끈기
있는 기다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유래 없는 대규
모 프로젝트인 만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도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76

6편 제2장 기초·원천연구 지원 확대

4. 부록 등 참고자료
부록 1 | 선진국 혁신클러스터 사례

【 독일 드레스덴 】
●구
 동독

지역의 대표적 과학산업도시

-지
 자체의 기업유치 정책과 연방정부의 강력한 선택과 집중으로 기초과학연구에서 산업까지 연계가 잘 이루어진 클러스터
● 드레스덴


공대와 공공연구기관, 반도체·신소재·나노 및 생명공학 기업체의 전략적 입지로 첨단 과

학산업 활성화
-독
 일 50개 대도시 중 종합순위 9위(90년대 31위), 기업친화도 부문 1위, 전체 취업자수 대비 고급인력 비중 3위, 근로소득
2위 (2004)
● 11개


공공연구소와 1,200여개 산업체 집적 (2009)

- 막스 플랑크, 라이프니츠,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에 5,600여명 연구직 종사
양질의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AMD, 인피니온, 지멘스, 모토로라 등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 43,000여명 산업인력 종사

【 미국 RTP(Research Triangle Park) 】
●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3개 대학*을 연결한 두뇌집결지

* NCSU(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듀크대·UNC(노스캐롤라이나 대학)
-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을 정점으로 세계적 기업이 몰려들면서 형성된 학연협력 클러스터의 좋은 사례
● RTP본부로서


재단법인을 설립, 클러스터 성공의 중추적 역할 수행

- 혁신도시 형성단계에서 민관학 협력체계가 형성되어 클러스터의 개발과 연구소 유치 등을 추진
-3
 개 대학 학장이 RTP재단의 이사로 취임하고, 교수들이 비상근 연구자로 활동하며 각 대학이 보유한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활발
● 기업활동과


정주여건이 뛰어난 매력적 지역으로 각광

- 170개 이상의 세계적 첨단기업과 119개 기업연구소 및 90개 기업지원기관 등이 입주하여 39,000명의 정규직 고용
※ 97.3%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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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과학벨트 관련 주요 위원회 개최 현황

■ 과학벨트위원회
구분

일시

제1회

2011.4.7

•과학벨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주요 안건

제2회

2011.4.13

•거점지구에 설치될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중이온가속기로 확정
•거점지구 선정대상은 ‘국토균형발전 기조유지’와 ‘국가 전체의 과학비즈니스 역량강화’
를 위해 비수도권으로 한정

제3회

2011.5.16

•입지(거점 : 대전 신동·둔곡, 기능 : 청원군·천안시·연기군) 선정, 기초과학(연) 설립·
운영 기본방향 및 총 투자규모(2012~2017, 5.2조원)

제4회
(서면)

2011.8.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산하 기반구축위원회* 구성·운영(안)
* 입지선정에 따라 해산된 기존 ‘입지평가위원회’ 위촉위원으로 구성

제5회

2011.12.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안)

제6회(서면)

2011.3.20

•2011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시행계획(안)

■ 기초과학(연)위원회
구분

일시

주요 안건

제1차

2011.4.13

•기초과학(연) 설립 추진현황 및 계획(안)
•기초과학(연) 설립 운영방안 기획연구 결과

제2차

2011.5.12

•제1차 기초과학(연)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기초과학(연) 설립 운영 기본방향(안)

제3차

2011.6.8

•기초과학(연) 설립 추진 계획(안)
•기초과학(연) 원장 선임 계획(안)

제4차

2011.9.22

•기초과학(연) 설립·운영계획(안)

■ 입지평가위원회
구분

일시

제1차

2011.4.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계획(안)

주요 심의사항

제2차

2011.4.2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1차평가(안) 및 2차평가 추진계획(안)

제3차

2011.5.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지반·재해 안정성 평가(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 2차평가(안) 및 기능지구 선정계획(안)

제4차

2011.5.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선정(안)

■ 과학벨트협의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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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요 안건
•과학벨트 조성사업 부문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설명
* 기초과학(연) 설립 및 중이온가속기 구축, 거점지구 기반조성, 기능지구 지원

제1차

2011.8.24

제2차

2011.9.28

•해당 지자체별 거점지구 개발·지원 및 기능지구 지원방안에 대한 입장발표 및 논의

제3차

2011.10.26

•거점지구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 계획(안), 기능지구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진행현황
발표 및 논의

제4차

2011.3.6

•2012년도 과학벨트 시행계획(안) 설명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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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선진국 기초연구기관 사례 및 시사점

● 주요


선진국은 6~70년 전부터 기초과학을 전담하는 종합연구소운영
공통점 및 시사점

■ 국내외 모든 연구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네트워크형으로 설립·운영
■ 우수한연구인력이 지속 유입될 수 있는 개방적 연구조직 구성
■ 인근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운영으로 신진 연구인력 확보·육성

분류

(일본)RIKEN
(이화학연구소)

설립연도
조직구성

1917
·10개 연구소(해외 5개 포함)

기관
개요

위치
운영방식

연구
현황

예산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일본 내 5개 지역에 분산 설치
·독립 연구법인

(미국)DOE
National Lab

1948
·80개 연구소(Institute)
(해외 4개 포함)
·독일 주요도시에 2~5개씩
설치

1931~
·17개 연구소
(National Laboratory)
· 미전역 분산 설치
(LBNL은 버클리대학 옆)

·단위 연구소의 독립성을 보장
하는 ‘연구회’ 방식

·연구소별로 별도법인이 DOE로
부터 위탁운영
(이하는 LBNL만 해당)

13억 달러(2009)

24억 달러(2008)

9명 배출

19명 배출

11명 배출

전체 인력*

3,111명(2008)

16,867명(2009)

4,200명(2010)

행정·기술 인력

14.2%(2008)

47.3%(2009)

35.2%(2010)

노벨상

8.1억 달러(2010)

인력

정규직 연구원 비율

상주연구인력 중 14.1%(2008)

구성

Post-Doc, 대학원생

상주연구인력 중 11.7%(2008)

상주연구인력 중 35.0%(2009)

상주연구인력 중 36.0%(2010)

3,792명(2008)

4,333명(2008)

7,000명(2010)

(상주연구인력의 142.1%)

(상주연구인력의 48.7%)

(상주연구인력의 257.4%)

인근 대학

인근 대학

UC버클리

방문 연구자
대상

·대학이 RIKEN 연구원을 겸임
교수로 활용

대학
연계

협력

운영

방식

·대학교수가 RIKEN 겸임연구원
으로 참여
·박사과정생의 연구를 지도하는
JRAP 운영
·학생훈련생, 인턴제 운영

-

·MPS와 대학이 일부 연구원
공동임용(겸직)
·인근대학과 국제막스플랑크
연구
학교(IMPRS) 55개 공동 설립
·운영

-

·UC버클리가 계약에 따라
위탁운영
·총 연구인력(2,670명)의 45.4%
는 버클리소속 교수(200명),
Post-Doc(475), 학생(560)

* 방문 연구자(협동연구, 실험기기 활용 등 목적으로 체류)는 별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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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 중이온가속기 개요

■ 중이온가속기란?
● (정의)


양성자 보다 무거운 입자(헬륨, 탄소, 납 등 중입자)를 가속시키는 장치

● (원리)


중입자를 전자와 충돌시켜 양전하를 띄는 중이온으로 변환시킨 후 전기장을 통과시켜 매우 빠

른 속도로 가속
- 가속된 입자는 타켓에 충돌하여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희귀동위원소를 생성
- 생성된 희귀동위원소는 각 실험실로 이송되어 다양한 연구에 활용하거나 재가속하여 더욱 희귀한 동위원소 생성

중이온가속기의 원리
* U=우라늄, e-=전자
* 희귀동위원소 :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원소

U
U

U

U

U

가스주입
(우라늄을
예로 듬)

U

eeee-

생명과학

중이온을 밖으로
인출하는 장치

전자 발생 장치

기초의학

인출
U+
U+

+

U

+

U

+

U

물성/재료

가속된
중이온

가속

원자력에너지/핵재료

+

U

천체 및 우주과학
핵물리

중이온빔

중이온을 빛의 속력에
가깝게 가속하는 장치

전자와 충돌해
양성을 띈 중이온

중이온을 충돌
시켜 희귀원소를
만드는 표적
새롭게
만들어진
다양한
희귀동위원소

핵융합/플라즈마
원자물리
원전 기술개발
희귀동위원소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

 가속기와 비교
■ 타
● (vs


포항 방사광가속기) 미시세계를 관찰하는 아주 정교한 현미경으로 물질의 구조를 변환하는 것은

불가능
- 중이온가속기는 원자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물질 창조 가능
● (vs


경주 양성자가속기) 가속입자가 양성자라는 것을 제외하면 중이온가속기와 원리는 유사하나 에너

지가 낮아 주기율표 상 생성 가능한 희귀동위원소 영역이 다름
● (vs


기장 중입자가속기) 암치료 등을 위해 의료용으로 특화하여 상용화된 치료용 장치로 연구 목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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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주요 특징
● 주요사양


- 제원 : 가속에너지 200MeV/n, 전류 8μpA로 동위원소 빔출력은 최대 400kW
- 가속입자 : 양성자, 헬륨~우라늄까지 대부분의 중이온
- 가속방법 : 1개의 원형 싸이클로트론, 3개의 초전도 선형가속기 사용
※ 싸이클로트론 : 원형 형태의 가속장치로 대형 자석을 사용하여 가속
※ 초전도 선형가속기 : 직선 형태의 가속장치로 초전도 관을 사용하여 가속 효율을 높임

● 주요


특징 : 세계 최초로 두가지 동위원소 생성방법(ISOL*, IFF**)을 동시에 사용하여 기존 가속기에

비해 더욱 희귀한 동위원소 생성 가능
- ISOL방식으로 생성한 희귀동위원소를 재가속하여 IFF방식으로 더욱 희귀한 동위원소 생성 가능
- 해외 여타 중이온가속기는 둘 중 한 가지 방식만을 사용
* ISOL(Isotope Separation On-Line) : 두꺼운 표적에 양성자를 충돌시켜 다양한 저에너지 단수명 동위원소를 생성시키는
방식(대전류, 저에너지 빔)

양성자
무거운 핵(표적)

** In-flight fragmentation : 얇은 표적에 우라늄과 같은 중이온을 충돌시켜 다양한 고에너지 단수명 동위원소를 생성시키는
방식(소전류, 고에너지 빔)

파쇄 핵

희귀동위원소
무거운 핵(중이온)
표적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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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분야


: 우주원소지도 완성(새로운 원소 발견*), 천체물리학(별의 진화과정, 중성자별의 구조 연구

등), 희귀동위원소를 이용한 물성 분석 등
*일
 본 RIKEN은 중이온가속기 실험을 통해 주기율표상 113번째 원소 세계 최초 발견하여 일본을 상징하는 자포늄(Japonium)
으로 명명 추진 중

부록 5 | 가속기 주요 분야별 협력 가능 해외기관

주요구성

국제협력 기관

이온원/입사기
중이온
가속기

저에너지가속기(RFQ)
초전도선형가속기

IF 시스템

IF 표적 및 빔덤프 핵파쇄분리기 IF 후단
Driver

ISOL
시스템

표적/이온원 빔 정화/수송 system
Post-Accelerator
Spectrometer

MSU, RIKEN, LBL
FRIB, RIKEN, LBL, GSI
Fermilab, GSI, KEK, MSU, CERN, TRIUMF, ORNL, LAL
MSU, RIKEN, GSI, RCNP
RIKEN, MSU, PSI, ORNL, GSI
GANIL, TRIUMF, GSI, INFN, MSU, KEK, LNL, ORNL, RIKEN
CERN, ANL, RIKEN, GSI
RIKEN, GANIL, MSU, KEK, GSI

핵자료

CERN, JAEA, BNL, RIKEN

재료과학

TRIUMF, CERN, J-PARC

활용
연구
시설

기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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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과학시설

RIKEN, CERN, TRIUMF

의학/바이오

CERN, TRIUMF, RIKEN, GSI

빔진단 시스템
RF 및 제어 시스템

Fermilab, MSU, RIKEN, CERN, KEK, GSI
Fermilab, GSI, MSU, KEK

6편 제2장 기초·원천연구 지원 확대

부록 6 | 해외 대학 PSM 운영 사례

● 미국

31개주, 캐나다, 영국 등에서 110개 대학, 237개 과정 운영(2010)
대학명

PSM 운영 분야

New York Univ.

물리

Stanford Univ.

바이오인포매틱스

State Univ. of New York(Buffalo)

응용화학, 분자생화학

Texas A&M Univ.

생명공학

Univ.of British Columbia(Canada)

바이오인포매틱스, 생명공학

Open Univ.(영국)

지구과학, 분자공학, 방사선 치료 등

부록 7 | 기술경영(MOT)과 비교

(기초과학)

(기술공학)

(경영)

PSM

MOT

MBA

PSM
커리큘럼

입학자격

학위

응용실무

기초과학 관련 과목 비중 높음

경영학 관련 과목 비중이 절대적

(경영 관련 과목은 30% 이하가 대부분)

(Techno MBA 커리큘럼과 유사)

이학ㆍ공학계 관련 학부 학사 취득자 중심
특정 분야 해당 석사 학위 수여
*물리경영석사, 바이오경영석사 등
기초과학 관련 리서치 센터 등과의 프로젝트, 기업과의
프로젝트 등 응용 범위가 넓음
리서치 수행가·과학자 등 자연과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커리어

MOT

요구하는 커리어를 가지는 것이 가능, 기업 프로젝트 매니
저 등도 선택 가능

이·공학 학부 출신 우대하나 경영학 등의 기타 전공자
도 지원 가능
경영 대학원 석사 학위 수여

기업과의 프로젝트가 주를 이룸

경영에 초점을 맞춘 커리어로, 일반 기업의 신사업 기획,
마케팅, 전략 또는 컨설턴트 등으로의 커리어 선택 가능

83

정책자료집 ➍ 과학기술 혁신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절

기초연구 지원 및
기반 강화

기초연구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총체적 지식’
과 ‘연구자의 창의성’을 통해서만 성과를 발현하기
때문에 기초과학강국을 단기간에 추월하기는 불
가능하므로 국가주도로 장기간의 지속적인 투자
가 필요하다.
이번 정부에서는 소규모 개인기초연구 예산의 확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

대를 통해 연구자 개개인의 창의적 기초연구를 지

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원하는 것에서부터, 대통령 Post-doc.(박사후 연

연구 활동을 기초연구라 한다. 기초연구는 “새로운

구) 펠로우십, 리서치 펠로우 등 대학 R&D 전문인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

력을 양성하고,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을 통해 기

력의 근본 원천인 ‘과학적 기초ʼ를 제공하고, 이를

초연구 기반을 확충하며, 기초·원천연구의 성과가

통해 새로운 기술·산업을 창출하여 국가경제 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기

전, 삶의 질 향상, 국민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하는

초연구 지원 및 기반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역할을 한다. 또한 미국 산업특허 인용논문의 70%
이상이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성과물에서 나왔다
는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초연구성과는

1. 개인기초연구 수혜율 제고

장기간에 걸쳐 전 산업에 파급되어 견실한 경제성
장12)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그런데 기초연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
간이 걸리고 투자위험성이 높아 민간투자가 어렵

(1) 추진 배경

고, 기초연구 결과물인 이론원리·논문·인력 등

정부 R&D예산이 매년 10%이상 증액되었지만, 대

은 ‘공공재’로서 모든 기업·국민들이 자유롭게 활

부분의 R&D 예산이 응용·개발단계에 편중되어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연구는 정부의 일관적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이 R&D 예산이 늘어났다는

이고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

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정에서 바로 기술화할 수

다.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대학

있는 연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난 20~30년 동안

의 연구결과가 출연(연) 및 기업 등에 비해 우수한

응용·개발 연구에 집중하여 우리나라만의 독자

데 반해,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비 사용비율은 선진

기술이 부족하다. 첨단 장비의 필수 부품을 선진

국에 비해 낮다는 것이 문제였다.13)

국에서 사서 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여기서

박사급 연구인력의 2/3이상이 대학에서 활동하

12)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STEPI, 2007): 23.3%(1971~1989) → 30.4%(1990~2004)
13) OECD 국가의 대학 기초연구비중 : 프랑스83%, 미국65%, 일본55%, 한국33.4%, 정부R&D 추가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구 투자를 통해 생산된 논문의 수준과 우수
특허의 비율이 응용·개발연구에 비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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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연구개발단계별 논문수준(R2nIF, 2009)
1

<그림 2-2-2> 연구개발단계별 국내특허 평가등급 비중(200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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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연구개발단계/연구주체의 SCI 논문비중 vs. R2nIF (2009년,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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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단계별, 수행주체별 논문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학에서 수행한 기초연구를 통해 생산된 논문이 가장 많고, 논문의 질적 수준도 가장 우수.

고 있어, 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기초연구의

그리고 박사후 연구원을 포함하여 20~30대의

질적 수준 제고 또한 시급한 상황이었다. 우수한

젊은 연구자들의 경우, 연구자 수에 비해 연구비

연구자에게 개인의 창조적인 연구역량을 펼칠 수

지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있도록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무한경쟁 사

실현을 위한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

회에서 미래의 새로운 독자적인 과학기술 및 신기

요했고, 여성 및 지역대학 과학자의 경우 상대적으

술 창조를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로 연구비 수혜에 있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이 필요했다.

저변 확대 및 기초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서도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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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은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장밋빛 계획만으로 기초연구라

따라서 중국과 같은 신흥국가의 추격에서 벗어

는 엔진이 고속주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

나고 선진국 수준의 독자적인 기초·원천기술을

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교과부를 제외한 타부처의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초연구비 투자의 획기

연구개발사업은 응용·개발연구 위주로 편중 되

적인 증가를 통해 기초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우

어 있어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가 어려

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기초연구분야의 국제

울 것이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라는 미션을

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

받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제1목표는 역시나 경

황이었다.

제발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14)
이러한 과학기술계의 불신과 우려를 씻기 위한

(2) 경과

정부의 노력은 기초연구 지원 예산 확대에서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으로 ‘과학기술부가 사실상

시작되었다. 2008년 3,640억 원에 불과했던 개인

폐지되고, 기초연구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라는

기초연구 예산을 2010년에 6,500억 원, 2011년에

과학기술계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는 출범과 동시

7,500억 원, 2012년에 8,000억 원으로 확대하였

에 기초연구지원 확대를 국정목표로 삼아 기초과

고, 독창적 지식창출의 토대인 개인기초 연구과제

학과 원천기술 연구개발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초

를 2008년 4,947개에서 2011년 9,580개, 2012년

일류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모토로 내세웠다. 또한

에 10,269개로 확대하였다.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에 기초연구지원 확대를 중
요한 비중으로 다루었으며,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나. 주요 내용 및 성과

을 만들어 기초연구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을 마련하였다.

(1) 개인기초연구 수혜율 제고
개인기초연구 예산의 폭발적인 확대에 따라 이공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中

계 교수의 개인 기초연구 참여율도 제고되었다.

·정
 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 확대 :

2008년에 이공계 교수 6명 중에 1명 정도만이 개

25.6%(2008) → 35%(2012)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실현을 위한 개인·소규모
연구 지원 확대
-이
 공계 교수 개인·소규모연구 참여율 : 13%(2007)
→ 35%(2012)
· 창의적·도전적 연구 활성화 지원
-고
 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 기초원천
연구사업 투자 확대

인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 2012년에는
3명 중에 1명이 개인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초연구 지원은 체계적이고 다양화되
기 시작했다. 우수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지속적으
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자 역량단계별로 사업
을 구성(일반연구 → 중견연구 → 리더연구)하였

14) 정부 R&D예산 상위 5개 부처의 기초연구 비중 : 교과부 61.7%, 지경부 16.2%, 방사청 4.4%, 국토부 13.8%, 중기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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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확실성이 높은 도전적·창의적 연구지원을

나갈 계획이다.

위한 ‘모험연구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보호학문 분
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문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3) 우수과제 추가지원 및 차상위사업 연계 지원

자 하였다. 2012년에는 이공분야 우수 고경력연구

기초연구사업은 상위 사업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자의 축적된 연구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연

높기 때문에 우수한 성과를 내더라도 상위 사업

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고경력연구자 지원사업

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우수 성과

을 신설하였다.

들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우수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2) 신진연구자 등 잠재적 연구자군에 대한 지원

추가지원을 통해 우수 성과에 대한 계속지원을 강

확대

화하였다.

미래 연구리더 육성을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

1단계 연구가 종료된 기초연구과제 중 성과 우

을 강화하기 위해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50억

수과제에 대해서는 2단계로 3년간씩 추가 지원하

원, 2012) 및 우수신진연구자 지원사업(82억 원,

고, 추가지원 과제 중 우수 과제는 연구의 단절없

2012)을 신설하였고, 2008년 356억 원에 불과하

이 계속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

던 신진연구지원사업 예산을 2012년에는 2.56배

정평가 없이 차상위 사업(일반연구 → 중견연구

증가된 910억 원까지 확대하였다.

등)에서 연계 지원하도록 하였다. 2012년 종료과

아울러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구

제 중 성과가 우수한 263개 과제(229억원)에 대

환경에 있는 지역대학 연구자나 소수인 여성 과학

해 3년간 추가로 지원키로 결정하였으며, 추가 지

자 등 연구에서 소외된 잠재적 연구자군에 대한

원 비율은 최대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도 계

갈 계획이다.

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기초연구사업내 여성과학
자 지원사업과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 예

(4)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논문 배출

산을 대폭 확대15)하였으며,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기초연구사업의 성과로 창출된 연구 논문은 양적

의 경우 신규과제 선정시 여성이 일정 비율 이상

인 증가는 물론 질적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아졌

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학 중점연구소

다. 2007년에 10,337편이던 기초연구사업의 SCI

지원사업 및 기초연구실지원사업에서는 신규 과

논문 수는 2010년에 14,335편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대학에 우선 배정하

영향력지수(IF) 상위 5% 이내 저널에 실린 논문

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

수도 2007년 406편에서 2009년 677편으로 67%

등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대학 우수

증가하였다.

과학자 등 잠재적 연구자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R&D사업 지원

15) 여성, 지역(2008→2012) : 77 → 287억 원(3.7배 증가), 98→254억 원(2.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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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우수과제 추가지원 및 차상위사업 연계지원 구조도
도약(도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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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단계(우수과제)

3+3+3년

3단계(연계지원)
핵심(1단계)

+

2단계(우수과제)

3+3년

3단계(연계지원)

일반연구

3+3년
기본 신진 여성 지역(1단계)

+

2단계(우수과제)

<표 2-2-1> 기초연구지원사업 SCI학술지 게재 논문 수 추이
사업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반

1,600

985

1,172

1,575

2,213

3,623

5,099

개인

중견

3,612

3,185

3,390

3,742

4,193

4,330

4,308

연구

리더연구

505

545

484

368

464

413

455

소계

5,717

4,715

5,046

5,685

6,870

8,366

9,862

선도연구센터

3,173

3,114

3,438

3,513

3,520

3,300

2,989

집단

기초연구실지원

-

-

-

-

-

1

67

집단연구 소계

3,173

3,114

3,438

3,513

3,520

3,301

3,056

기초연구기반구축

475

243

527

1,139

1,171

1,283

1,417

합계

9,365

8,072

9,011

10,337

11,561

12,950

14,335

연구

<그림 2-2-5> 부처별/연구개발단계별 SCI 논문 실적

상대적 순위보장정 지수(’08년)

1.100

교과부/기초
(46.2, 0.997)

1.000
복지부/응용

복지부/기초

0.900

국토부/기초
지경부/기초
복지부/개발

교과부/응용

교과부/개발
지경부/개발
농촌진흥청/응용
국토부/응용

0.800

지경부/응용
농촌진흥청/기초

0.0

10.0

20.0

30.0

40.0

50.0

SCI 논문 비중(%)(’08년)

※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연구단계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 과제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이 다수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남(KISTEP, 2010.2)

88

6편 제2장 기초·원천연구 지원 확대

으로 발표된 논문 총 24편 중 19편(79.2%)이 기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연구사업의 수행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2009

아울러 이미 구축된 풀뿌리 기초 기반 위에 선택

년 국가 전체 R&D 투자대비 교육과학기술부 주

과 집중 및 심화전략으로 역량을 차등하여 집중함

요 R&D사업 예산 비율은 4.4%에 불과하나, 교과

으로써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견급 연구자의 심

부 사업을 통한 NSC논문 게재수는 국가 전체의

화단계 연구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

50%에 이른다. 또한 R&D 투자 1,000억당 NSC논

정 예산확보 및 연구 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일

문 산출실적은 국가 전체가 0.09편이나 교과부 주

정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중견급 연구자가 연구

요 R&D사업은 1.02편으로 기초연구사업의 논문

수행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지원체계를

이 타 사업에 비해 질적 성과가 우수하였다.

마련하는 것이 과학기술강국 건설과 인재대국 완

이밖에도 기초연구사업은 암, 신종플루 바이러

성을 위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스, 신경병증성 통증 등 각종 질환의 발병과 완화
메커니즘 규명, 줄기세포 연구, 지능형 로봇 개발,
자연재해 발생 메커니즘 규명, 신소재 개발 등 인
간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수 많은 연구
결과와 기술들을 창출해 내고 있다.

다. 향후 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월드사이언스포럼 개막식에서 “정
부는 강력한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갖고, 대한민
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ʼ으로 만들고
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정
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기초연구 투자는 일관성
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운용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확대된 기초연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
용하기 위해 예산 배분의 체계를 정부 중심에서 연
구자 중심으로 바꾸고, 성과관리 시스템을 선진화
해서 연구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기초연구를 국가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도적 성
장이 기대되고 발전가능성이 큰 미래 유망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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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록 등 참고자료
■ 기초연구 성과 언론보도

<결핵균으로 암 치료>

※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서울경제, 파이넨셜뉴스, 전
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에 보도

<신종플루 바이러스 발병 메커니즘 규명>

※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디지털타임스, 파이넨셜뉴스 등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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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자 선정·지원(지정서 수여)>

※ 세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에 보도

91

정책자료집 ➍ 과학기술 혁신

2. 한국형 Grant(연구장려금) 추진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몰입도가 저하
되고, 결과평가를 위해 단시일 내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연구를 선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R&D 관리기관 입장에서는 연구비 증가에 따라 다

(1) 정책 추진 배경

수의 연구과제를 평가·관리하다보니 행정 부담

연구자들과 기초연구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

이 증가하고 평가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는 문제

의하면 항상 제기되는 사항이 창의성이 중시되

가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 등 행정

는 기초연구의 경우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조성

업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창의적 연구에 전념

을 위해 연구 종료 후 결과평가를 하지 않는 미국

할 수 있도록 결과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

형 ‘Grantʼ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요하였다.

우리나라는 과제 규모나 특성에 관계없이 소규
모 개인기초연구에서부터 대규모 국책연구개발사

(2) 추진 경과

업에 이르기까지 최종평가 방식이 모두 동일하다.

우선 Grant 지원 방식이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인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종료일 이전까지 최종보고

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NSF)의 연구지원 방

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중앙행정기관의

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구종류, 지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원목적에 따라 연구지원 방식이 세분화되어 있다.

로 인해 풀뿌리 기초연구의 저변확대를 목표로 하

그 중 Grant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지만 결

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이나 박사후 연구원에 대

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다음번 Grant 신청 시

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신진 연구인력을 양성하

연구계획서에 이전 Grant의 연구성과를 기술하도

고자 하는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등에 까지 동일

록 하여 자연스럽게 정부 연구비지원에 따른 성과

한 결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방식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

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연구자 입장에서는 보고서 작성 등 행정

합한 Grant 방식을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표 2-2-2> 미국(NSF)의 연구지원방식(2009)
구분

세부유형

지원 방식

Grant

standard Grant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수준의 연구비를 제공하는 지원 방식으로 NSF의 대

(연구장려금)

(표준연구지원)

표적인 지원 형태

continuing Grant •일정기간 지원 후 연구결과가 긍정적이고 자금사정상 가능한 경우 추가지
(계속 지원)
Cooperative Agreement
(협동협약)
Contract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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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약속하는 형태
•과제수행 기간 동안 NSF의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유형
(예: 센터 사업, 대규모 사업 등)
•정책연구, 대규모 통계자료 수집 등 특정 조건의 계약을 통해 기한 및 결과
물 등이 명시되어 진행되는 유형

비중
52%
18%
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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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 과정을 거쳤다. 기초연구사업 전문가 협의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종료과제(1,984개) 부

회, 지역별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자연과학대학

터 ‘한국형 Grantʼ 지원 방식을 적용하여 결과평가

장 협의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형

없이 간소화된 결과보고서 접수로 결과평가를 대

Grant 지원방식’을 설계하였다.

체하고 있다.

2011년 말 교과부 연두업무보고에서 동 사항을
공개하였으며,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2011.12.

나. 주요 내용 및 성과

23), 종합심의위원회(2012.1.9)를 거쳐 2012년 1월
한국형 Grant 지원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1) 주요내용

2012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수

한국형 Grant 지원제도는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립하고,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 공고에 반영하였

를 위해 소규모 풀뿌리 개인 기초연구사업에 미국

다. 이후 총 8회에 걸친 기초연구사업 권역별 설명

등의 Grant 방식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으

회를 통해 한국형 Grant 제도의 내용 및 도입 취

로, 별도의 결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연구 성과

지를 연구자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온라인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지만 동 제도의 도입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

결과보고서 제출을 대체하며 정산보고서 역시 따

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게 되었다. 당시 규정에서

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Grant 제도 도입 자체는 가능했지만, 세세한 사항
은 「공동관리규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용

(가) 결과보고서 제출 간소화

의 한계가 있었다.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기존 방식으로 수 십 페이지가 넘는 결과보고서

부터 해당 규정의 소관 부처인 국가과학기술위원

를 제출하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3쪽 내외의 간략

회(이하 국과위)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

한 성과 개요와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만을 등록

면서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국과위는 규정의

하도록 하고, 논문 게재·특허 등록 등 연구성과

내용은 모든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는 연구 종료 후 5년간 수시로 등록하도록 한다.

때문에 특정 부처의 의견만으로는 규정개정이 어
렵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기초

(나) 결과평가 미실시

연구사업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기초연구사업 특

연구종료 후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연구자가

례규정이 신설(2012.5)되게 되었다. 2012년 5월,

추후 과제 신청시 기존 연구비 지원을 통한 성과

<그림 2-2-6> 과제 종료 후 프로세스(process)
결과보고서
결과평가 없이 과제 종료
종료 후 3개월 내 온라인 제출
과제종료
연구결과물
연구종료 후 5년간 수시로 등록

신규과제 신청시
과제신청 시 기존 연구비 지원을 통한 성과를 집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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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집중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성실히 연구에 임할

Grantʼ 제도가 도입되게 됨으로써 결과평가에 대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한 부담이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
창출이 용이한 연구보다는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

(다) 정산보고서 미제출

구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산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5%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정밀정산 대상과제만 관련 자료를 제

(나) R&D 관리기관 입장

출하면 된다.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경우 한해 2천개가 넘는 과
제가 종료된다. 연구 관리기관 입장에서는 한꺼번

(라) 적용대상

에 많은 과제의 결과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결과

제도 도입 첫 해이므로 소규모 기초연구인 일반연

보고서를 확인하고 평가위원을 섭외하는 등의 업

구자지원사업과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신

에 우선 적용토록 하였다.

경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형 Grant 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연구과제 평가·관리를 위한

(2) 기대효과

행정부담을 덜고 상위 사업 과제 평가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평가의 질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가) 연구자 입장

기대한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과제 종료일 이전에 제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결과보고서에서 요구하

다. 향후 과제

는 사항도 많았기 때문에 연구를 제대로 종료하
기도 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제도 도입 첫 해인 2012년에는 일반연구자지원사

뺏겨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Grant 제도 도입으로

업 2,367과제,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364과제,

결과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따른 부담이 완

총 2,731과제에 대해 Grant 지원 제도를 적용할

화되었기 때문에 연구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으

계획이며, 도입 첫해인 만큼 소규모 기초연구사

로 기대된다.

업 에 우선 적용해 본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

또한 기존에는 과제 종료 후 과제에서 나온 성과

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자

를 평가하여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등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고, 결과가 우수한 경우 차

Grant 지원방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상위 사업 신청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나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결과평가에 부담을 가

아울러 일부에서는 결과평가를 하지 않게 되면

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단기간

연구자가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

에 성과창출이 용이한 연구 과제나 많은 연구자들

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연구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위

과제 선정시 직전 연구 성과를 집중적으로 평가하

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형

는 방법, 연구 부정시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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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연
구자들이 더 많이 더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등 연구 현장에 다가가는
홍보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형 Grantʼ 제도
의 도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연구
자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 취지
가 연구자들에게 전달되어 연구환경이 변하고 연
구자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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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록 등 참고자료
<R&D 추진단계별 개선내용>

구분

연구계획서

계약서(협약서)

중간보고서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현행

개선(안)

제출

제출

제출

•연구계획, 이전 지원과제의 연

•연구계획, 연구자의 주요업적

•이전 지원과제를 통한 성과

구성과 등을 기술

선정평가

한국(NRF, 협약)

미국(NSF, Grant)

있음

없음
•온라인 연구비 지급 요청

제출

있음
•후속조치: 없음

등을 기술

(좌동)

기술 강화

(좌동)

있음
•온라인 협약(주관기관↔연

(좌동)

구재단)

(좌동)

(좌동)

있음
•단계평가: 2~3년 주기

(좌동)

•후속조치: 연구비 조정

제출

제출

•종료 후 90일 이내

•종료 후 2개월 이내

간소화
•간략한 성과 개요,논문 등 주
요성과물

있음
결과평가

없음

•평가방식: 온라인

없음

•평가위원: 3명 내외

•연구성과물 제출로평가 대체

•평가결과: 등급화(S,A,B,C)

정산보고서

미제출
•3년간 영수증 보관

실시
정밀정산

•연구자의 부적정 집행금액 불
인정,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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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무작위 5%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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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D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고도화

강화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구
성과의 활용성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국내 기초연구의 50% 정도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가. 정책 추진 배경

대학의 기술료 수입은 투입연구비 대비 0.8%로 미
국 대학 평균 4.8%에 비하여 적은 상황이다.

(1)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선진인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이명박 정부의 R&D 총

(2)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고도화 필요성

투자 규모는 국민의 정부의 3배, 참여정부의 1.5배

매년 약 2,000여개의 교과부 기초·원천 R&D 과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기초·원천 R&D 중요성

제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성과 활용을 목적으로

이 강조됨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기초·원천 R&D

국가과학기술 정보제공서비스(NTIS : National

투자 비중을 크게 확대하여 정부 R&D투자의 50%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에 성과정보가

이상을 기초·원천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입력되며, 이는 외부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성

이러한 기초·원천 중심의 R&D 투자는 논문 등

과정보가 기술적 용어 등 난해한 언어로 작성되어

새로운 지식의 지속적 창출과 국가 과학기술 역량

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표 2-2-3> 각 시기별 R&D 투자 추이 및 계획

정부 R&D 투자액16)

문민정부
(1993~1997)

국민의 정부
(1998~2002)

참여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2)

9.9조 원

23.1조 원

40.1조 원

68.0조 원

<그림 2-2-7> 기초연구자의 언어와 비즈니스 언어의 갭

기술과 비즈니스는 다르다

대학,출연연

기업,창업

Death Valley
또는
Missing Link

기술

기초연구

비즈니스

응용연구

·

개발연구

사업화

16) * 정부 R&D 투자규모(조 원) : (2008) 11.1 → (2009) 12.3 → (2010) 13.7 → (2011) 14.9 → (2012) 16.0
* 기초·원천 투자비중(%) : (2008) 35.2 → (2009) 37.3 → (2010) 43.5 → (2011) 47.4 → (2012)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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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수요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의 수집 및 홍보확산 시스템을 공급자 중심형 정보

낮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수한 기초연구성과를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의 성과정보 제공체계로 진

발굴하여 원천기술화하기 위한 후속연구 지원과

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제 도출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

이에 기존 NTIS 등 R&D 정보관리 서비스를 보

기가 어려워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장될 수 있는 가

완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R&D 성과정보를 알기 쉽

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과부 기초·원천 R&D 성

그러므로 R&D 성과 가치의 극대화와 성과의 확

과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산·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 정보

<그림 2-2-8> 기술자의 언어와 기업가의 언어
혼란

명확

혼란 아래의 구성물로 만들어진 포장물 또는 제품

발암성분이 없는 패스트푸트 랩

d안정적인 수용성 포장용 코팅물질은 (a) 프로라민 (b)

발암 성분으로 밝혀진 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으며, 기

냉수 용해 중합체 (c) 물 (d) 수용서 용해제, 및 (e) 안정

름이 묻어나오지 않는 최초의 생분해성 패스트푸드(fast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ood) 샌드위치 랩

이 물질을 기질에 이요하면 표면에 에너지 및 기름, 유분 침
구에 대한 저항력을 갖는 물질을 생산함. 물질을 생산하는 방
법은 구성물을 기질에 사용하여...

<표 2-2-4> R&D 성과정보 시스템 비교
구분
운영주체
운영목적

국가과학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NTI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
사업화종합정보망(NTB)

기초원천 R&B 성과정보시스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교육과학기술부/연구재단

- 연구개발 기획 및 성과활용에 이

- One-stop 기술이전 서비스

르는 전주기 연구개발의 효율

- 기술시장의 종합연계 구축

성 제고

- 기술이전의 기회 및 시장 활성화

- 기초원천 연구성과 종합 DB
-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증진

산출물(기술/특허/논문/기술료/
정보입력대상

사업화/인력양성/기술 등) *

기술

성과

기술은 우수유망기술에 한함
주이용자

정책담당자, 연구자등

기업가등

정책담당자, 연구자, 기업가 등

성과통계

제공

미제공

제공

- 성과산출물의 DB화 (성과의 구체
특징

적인 내용 및 의미 파악 불가)
- 통계는 성과물별 집중도 통계

- 활용 가능한 성과에 대한 수요
-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 중심의 정
보 제공

에 한정
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성과정보 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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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

SW개발 착수 (4.15)
●2
 008~2011년:

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정보수집 착수(5.29)

(1) 추진 경과 및 주요일정
●2
 011.10~11:

연구성과 활용 강화를 위한 전문가

●수
 집된

성과정보의 가공 및 분석을 통한 성과지

도 작성(8.30 )

회의 개최(2회)
●2
 011.12:

종료과제 대상으로 성과관리시

교육과학기술부 연두 업무보고

-4
 년간 창출된 기초·원천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를 강

●R
 &D 성과정보 시스템 구축 등 교과부 연구성과

관리 고도화 방안 수 립 및 추진(11.1)

화하여 ‘죽음의 계곡(Death Valley)ʼ의 가교 마련
●2
 011.12:

기초·원천 성과분석 및 정보제공 시

(2) 주요내용 및 계획
기초원천연구성과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시키기

스템 모델개발 착수

위해서는 성과정보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 산·학·연 전무가 1차회의 개최(1.16)
* 시스템 개발 방향 및 주요 컨텐츠 논의

있는 언어와 구조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
자가 원하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성과의 활용도를

- 산·학·연 전문가 2차회의 개최(2.6)
*연
 구성과 정보 표준서식에 대한 효과 및 문제점 관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개발 중인 R&D 성과정보 시스템에

련 논의
- 1차, 2차 연구자 자문회의 개최(2.22, 2.28)

서는 2008~2011년에 종료된 약 1만여 과제의 연

* 성과정보 입력대상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발굴

구성과 특징(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새로운 혜택

-성
 과정보 입력양식 확정 및 기 종료과제 성과정보 입력

등), 연구성과의 연구개발 단계, 성과가 활용될 수

<그림 2-2-9> R&D 성과정보 시스템 구축 단계
목표

GAP

기초·원천 연구성과 활용촉진을 지원하는 성과정보 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

혁신
시스템
제공
보
정
D 성과
천 R&
기초원

시스템구축 및 성과 정보가공
공급자(연구자)중
심의 성과
정보 생산

시스템구축방향 설정
·연구성과정보 현황 분석·
연구성과정보 활용촉진 관

수요자 중심의
성과정보 생산 및
유통

성과정보 활용
·성과지도 작성 및 분석

·정보활용 목적 및 기능적
요구사항 정의·연구성과
정보 자료의 가공 및 정비

점의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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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성과정보 시스템’ 개념 설계(안)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
-다
 양한 형태로 가공된 성과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기초 원천 성과
활용 제고

Illustrative

기초·원천 성과 발굴 시스템
Industry

▼

Function

▼

TRL

▼

연구 성과별 연관관계 분석 결과

성과 관련 상세정보
관련
특허 정보

관련
논문 정보

성과
연구 결과
보고서

검색

주요
연구자

기초·원천 성과분석 시스템
●기술수요자 지향 검색 환경 제공
- 기술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검색 기준 제시
- 기초·원천 성과를 검색에 대한
사용용이성(Easy of Use) 제공

●Text Mining 결과 제시
-작
 성된 ‘연구내용’에 대한 Text
mining 결과 제시
-검
 색 키워드 관련 성과 등과 관련
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있는 산업분야 등 전문가 회의에서 도출한 수요자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관점의 성과정보 항목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이 쉽

이와 더불어, 종료과제에 대한 후속지원 체계마

게 이해할 있는 언어로 제공되며, 매년 종료과제

련 등 ‘성과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R&D성과의

에 대한 정보가 동 시스템에 축적된다. 또한 연구

질적 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

성과의 유형, 성과물의 형태, 성과클러스터 등 다

초연구성과 중 우수연구성과 및 원천기술화가 가

각적으로 성과정보를 분석하여 기술·산업분야별

능한 과제에 대한 후속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추이, 연구성과의 유형·기술분야별 점유도,

우수기술 보유연구자와 관련 기업의 매칭, 우수성

추가연구지원이 필요한 종료과제 분석 등을 담은

과의 기술컨설팅 지원 등 상용화를 위한 후속 지원

성과지도가 매년 갱신되어 R&D투자 포트폴리오

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2-2-11> 성과관리 시스템 체계
연구자 입력

전문가 분석

•성과유형

•후속연구 지원

•성과내용
•연구성과 단계(TRL)

후속지원

- 심화연구
성과지도

- 대형 원천기술개발

•기존 지식/기술과의 차별성
•필요한 후속지원 사항
•성과 입증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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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록 등 참고자료
■ R&D 성과 정보 항목 및 입력 양식(예시)
과제 및 연구자정보 *과제 및 연구자 정보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표시됨
과제명

과제명

과제번호

사업

사업명

XXX-XXXX

연구기간

YYYY. MM ~ YYYY. MM

(N 개월)

과제개요
연구자

연구비

N

백만 원

과제개요
성명

홍길동

소속

전화번호

XX-XXX-XXXX

이메 일

kdhong@kuni.ac.kr

성과 기본 정보
대표 이미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소요시간을 절감하고

성과명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유체 흐름의 계산 방법
기존의 해석방법은 두 가지 이상의 복합물질의 해석 등을 계산할 때 불규칙적인
현상의 측정을 위하여 불규칙적인 방법을 활용해왔으며 본 기술은 이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함. 기존 연구성과는 불규칙성 문제에 불규칙

성과요약

적인 방법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복잡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동 연구는 불규칙성에 규칙적인 방법을 적용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동 연구 성과는 계산시간을 100배에서 10,000배까지 단축 가능하며,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님
국문

유한요소법

영문

element

키워드
(각 3~5개)

finite

수침법,
immersed
method

method

인터페이스 시뮬레이션

interface

uniform

simulation

grid

성과 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활용분야는 제시된 분류에서 선택
□

□

성과유형

방법/

이론

기법

□

□

□

□

□

□

□

데이터

표준/

안/신규

(Data)

규제

프로

□

정책입

알고리
즘/ 메커
니즘

□

소재/
물질

종자/종

기술/
공정

SW

기타
(노하우

젝트

등)

과학기술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표준분류

1

수학

해석학

변분론/비선형해석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국표준

1

산업분류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전자기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분석기구 제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1

기계/가공/생산

산업/일반기계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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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 및 혁신성
연구단계

공통

●

○

○

기본원리

기본개념

기능 및

파악

정립

개념 검증

과학지식

신약

기반 리뷰

가설 설

○

연구실

후보물질
최적화 및

identifica-

Non-GLP

tion과 예

in vivo에

비후보

서 활성

물질의

및 효과

charac-

(efficacy)

terization

실증

설계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방안 제시

(Minor improvement,

(Routine design
problems, 68.3%)

27.1%)

최종테

상용운영

스트

GMP
Pilot Lot

생산량 증

GMP, 대량

Produc-

대,

생산의 일

tion (GMP

GMP프로

관성 검증

시험 대량

세스

완료, 임상

생산、IND

검증 시작,

3상, FDA

제출, 임상

임상 2상

승인

의 특성화
및 GMP
프로세스
수/GLP in
vivo

임상 4상
(허가 후
활동)

1상)

○

●

알려진 방법으로

새로운 원리에 기반

기존 지식을

한 차세대 지식의

근본적으로 개선

발견/발명

(Fundamental im-

(New generation,

provement, 4.3%)

0.24%)

개선하는 발견/발명

○

실제환경

개발

스트

개발 착

기존 지식을

현안을 도출,

○

상용모델

현장테

후보물질

○

○

파일럿

테스트

테스트

타겟/후

정과 실험

○

유사환경

환경

보물질의

○

혁신성

○

○

완전히 새로운
발견/발명
(Pioneering innovation, 0.06%)

기존 지식/기술 대비 차별성
두 가지 이상의 복합물질을 해석하거나 그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때 물질이나 현상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으
며 그럴 경우 분석 및 해석이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
적인 문제에 규칙성을 적용하여 계산함으로써 데이터 구조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문제를 매우 간편하게 풀 수 있음.
불규칙적인 문제에 규칙적인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소수 있었으나 증명 단계에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었으며 본 연구를 추
가적으로 보완 연구한다면 획기적인 불규칙성을 가진 물질 및 현상의 계측법이 될 것임
○

○

●

선진 연구 추격

선진 연구와 경쟁

세계최초 구현

(Catch-up)

(Advanced)

(Frontier)

기존 지식/기술 대비 차별성
본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나노, 재료, 반도체 분야 중 컴퓨터를 이용한 정확하고 빠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 가능함
불규칙성에 대한 해석학 연구에 획기적인 연구결과로서 새로운 연구에 선행연구로서 참고 가능함
○

○

○

○

기존과 다르다는 사실 자

어느 정도의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수요자의 이목을 끌만한

체에 의미를 둔 변화

혜택의 향상

혜택의 향상

차별적인 혜택의 향상

(Somewhat)

(Incremental)

(Meaningful)

(Extr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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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발명/발견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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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연구지원 (추가연구개발 불필요 □)
본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나노, 재료, 반도체 분야 중 컴퓨터를 이용한 정확하고 빠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 가능함
불규칙성에 대한 해석학 연구에 획기적인 연구결과로서 새로운 연구에 선행연구로서 참고 가능함
□

□

□

심화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

상용화연구

□
기타
(사업명/부처: )

추가연구

현재의 연구 성과로도 응용은 가능하나 여러 복잡한 상황들 중에서 몇 가지만 해결한 상태이기

필요성

때문에 정확도 및 다양한 분야 응용에 대한 심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임
(후속과제명) 유체흐름의 계산식 수립을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
(추진 내용)

추가연구

현재 연구성과는 시간이 고정된 상태만을 고려한 것이므로 시간 변화에 따른

상세내용

물질변화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추진 기간 및 예산) 60 개월 / 500 백만 원
연구결과 활용/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후속조치 불필요 □)
□

희망
후속조치

□
사업화 컨설팅

기술마케팅

(가치평가 등)

□

□

□

지재권 확보지원

표준화 활동지원

기타

○

○

라이센스

○

○

상황

전용실시권

독점적

비독점적

공동출원인

(해당사항 없음●)

허여

통상실시권허여

통상실시권허여

동의필요

제약 없음

본 연구결과의 입증 근거 *논문, 특허, 실용신안, SW는 연구재단에 등록된 성과목록에서 추가
□

□

□

□

□

□

□

□
기타

보유산출물

시험/실험
결과

시제품

논문

특허

실용
신안

SW

기술이전

(사업화,

/라이센싱

결과보고
서 등)

시험/실험결과

[Complex Fluids에 대한 에너지 수치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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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명

학술지명

게재년월

Numerical treatment of as kew-derivative problem for the
Laplace equation in the exterior of an open arc

JOURNAL OF ENGINEERING
MATHEMATICS

2007.09

An Analysis of a covolume Method for the Stationary NavierStokes Eq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re and
Applied Mathematics

2009.03

Block iterative solvers for higher order finite volume methods

JOURNAL OF COMPUTATIONAL
AND APPLIED MATHEMATICS

2009.1

NEW QUADRILATERAL MIXED FINITE ELEMENT

Electronic Transactions
on Numerical Analysis

2010.01

ENERGETIC VARIATIONAL APPROACH IN
COMPLEX FLUIDS: MAXIMUM DISSIPATION PRINCIPLE

DISCRETE AND CONTINUOUS
DYNAMICAL SYSTEMS

2010.04

Optimal convergence analysis of an immersed interface finite
element method

ADVANCES IN COMPUTATIONAL
MATHEMATICS

2010.08

Discontinuous Bubble scheme for elliptic problems with jumps
in the solution

Computer Methods in Applied
Mechanics and Engineering

2011.01

동 연구분야 국내 전문가
이름

소속(기관명)

홍길동

A대학교

장길산

B대학교

신사임당

C대학교

■ 기초·원천 성과지도 및 성과분석 (예시)
기초·원천 연구성과 분석(예)
●구현할 수 있는 기능별 TRL 파악
- 기초·원천성과를 적용할 대 구현할
수 있는 기능 별 기술수준 파악
- 기능 별 활용전략 수립 시 활용 가능

기초·원천 연구성과 지도(예)

●산업별 TRL 파악
- 성과와 관련된 산업별 기술수준 평균
- 산업 별 기초·원천 성과 활용전략(정
책) 수립 시 활용 가능
●산업별 기초·원천 성과 빈도 파악
- 교과부 R&D 과제는 어떤 산업에서 활
용될 수 있는지 파악
- 산업 연계형 기획 시 활용 가능
●3차원 성과지도 작성
- 기초·원천성과분류 기준 별 연
구성과의 빈도, 기술수준(TRL)
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성
과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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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예산 파악
- 교과부 R&D 예산은 TRL별 어느 정도
수준의 연구에 투자되었는지 파악
- 향후 사업/과제 기획 시 활용 가능
.
.
.

6편 제2장 기초·원천연구 지원 확대

4. 대학의 R&D 전문인력 확충
: ‘리서치 펠로우’ 제도 신설

행을 위해 대학에 고용된 계약직 박사 연구인력
은 최소 7,000여명 이상이다. 각 대학은 연구교
수, 객원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다
양한 명칭을 사용하여 이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가.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자격요건과 고용조건 등에 있어 통일된 기준은 없
는 실정이다.

(1) 추진배경
지식기반의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 하면서 전 세계

문제는 박사 연구원이 되기까지 들인 막대한 시

에서는 기술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이를 위

간과 노력에 비해 대학에 고용된 계약직 박사 연구

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식의

원들의 처우가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것이다. 박사

창출과 활용 역량을 겸비한 박사급 고급 과학기술

연구원의 42%는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급여

인력이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할 핵심계층으로 인

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이들의 연구 및 생

정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활환경이 매우 불안정하다. 4대 보험에 가입된 경

예상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박사급 고

우에도 박사 연구원의 평균 급여 수준을 비교하였

급 과학기술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

을 때, 정규직이 360만 원, 비정규직이 200만 원

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도로 계약직 박사 연구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국가 지식창출의 핵심인 박사급 고급인력이 양적

의 55%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은 주로 1년 단위 계

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 반해 이들의 안정적 고

약으로 대학에 고용되어 매우 불안한 신분으로 연

용 및 연구 환경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국내 박

구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학이 박

사 배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05년 8,602명에

사 연구원의 인건비를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고 정

서 2009년 9,912명(이공계 6,071명)으로 대폭 확

규직 교수가 연구책임자인 정부 R&D 과제에 이들

대되었으나, 이들의 정규직 취업비중은 지속적으

을 참여시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부

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들 중 계약직 연구원 신분

터 발생한다. 정부 R&D 과제가 종료될 경우 이들

으로 대학에 고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의 고용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될 수밖에 없으며,

2011년도에 교과부가 정부 R&D 수행 상위 20

이는 계약직 박사 연구원들이 단기적이고 일시적

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구수

인 연구에 주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표 2-2-5> 국내 박사인력의 정규직 취업률
분야

2006년

2009년

공학분야

73.40%

65.90%

이학분야

56.80%

46.40%

의약학분야

68.20%

59.30%

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성과정보 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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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비정규직 박사연구원 평균 월 급여 수준(경력 1년차 기준)
구분
대학

공공
연구기관

이학계열

공학계열

의약학계열

정규직

360만 원

367만 원

397만 원

비정규직

217만 원

224만 원

256만 원

비중

60.30%

61.00%

64.50%

정규직

369만 원

388만 원

400만 원

비정규직

254만 원

298만 원

280만 원

비중

68.80%

76.80%

70.00%

※ 출처: 2009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KISTEP)

대학의 계약직 박사 연구인력은 신분상의 불안
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가 있다.

는 독립적인 연구수행의 기회 또한 부족하다. 대
학의 연구활동은 교수 1인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

(2) 리서치 펠로우 도입 및 추진경과

으며 석·박사생 등 학위과정 학생과 계약직 박사
연구원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

(가) 리서치 펠로우 도입

원은 R&D 사업을 직접 수주하는 교수와 이공계

위와 같이 대학의 계약직 박사 연구인력이 처해 있

장학금 등을 지급받는 석·박사생 위주로 이루어

는 열악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을 대학의 핵

지고 있다. 실제로 개인기초연구사업 중 비정규직

심적인 연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는

박사 연구원이 책임자인 과제 비율이 0.38%에 불

‘리서치 펠로우’ 제도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는 지

과한 실정이다.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학의 R&D 재원을 활용

궁극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낮은 처우, 그

함으로써 박사급 전문인력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

리고 열악한 연구환경은 박사 연구자로 하여금 연

리를 창출하고 대학을 세계적인 연구개발 거점으

구자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해외로 진출하게

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만든다. KISTEP의 200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계
약직 박사 연구인력의 89.2%가 국내보다 연구여

■ 2 010년 정부 R&D 중 대학에서 수행 비중은 25.5%

건이 좋은 국외 체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 이

(전년 대비 1.2% 증가)

공계박사 취득 한국인의 미국 잔류 희망비중이

•정부 R&D투자 : (2008) 110,784억 원 → (2010)

1999년 50%에서 2007년 69%로 증가하였다. 뿐
만 아니라 IMD의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국

137,017억 원
•대학 수행 R&D : (2008) 26,555억 원(24.0%) →
(2010) 34,939억 원(25.5%)

내 두뇌 유출지수는 2001년 4.11(39위)에서 2010
년 3.39(42위)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
수인력의 이공계 기피라는 현상과 함께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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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경과

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에서는 2012년도 업무보고 시 ‘리
서치 펠로우’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학의 R&D

나. 주요내용

전문인력 확충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2011
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별로 산학협력단장 협

(1) 리서치 펠로우 제도의 개념

의회를 개최하여 대학의 R&D 전문인력 확충에 대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란 정부가 제시

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전국 자연

한 고용조건에 따라 대학이 고용하는 연구 전담

과학대학장 협의회 및 주요대학(서울대, 연세대,

인력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리서치 펠로우 제도’

한양대 등) 연구현장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

는 대학에 리서치 펠로우라는 새로운 연구계층을

다. 이를 통해 2012년 1월에 확정된 <2012년 교과

신설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우수 연구인력을 선

부 R&D 종합시행계획>에 ‘리서치 펠로우’ 제도를

발하여 리서치 펠로우로 고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반영하였다.

다. 리서치 펠로우의 대학내 직급(또는 명칭)은 대

2012년도에는 희망대학을 중심으로 동 제도를

학별 특성에 따라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박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13년도부터 확대 실시할

후 연구원’ 등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계획으로, 시범적용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2012

있다.

년도 리서치 펠로우 시행계획>을 올해 3월 공지하

정부가 리서치 펠로우에 대한 고용기준을 제시

였다. 이를 통해 2012년 5월까지 희망대학의 신청

하고 R&D 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리서치 펠로우

을 받아 시범적용 여부를 승인하였다. 2012년 5월

지원기반을 마련하면,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리서

에는 리서치 펠로우로 고용된 박사 연구원을 대상

치 펠로우에 대한 운영 제도를 만들고 우수 박사

으로 하는 ‘리서치 펠로우 연구지원 사업’을 공고

연구원을 선별하여 리서치 펠로우로 고용하는 등

하였으며, 100명의 리서치 펠로우를 과제 책임자

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2-2-12> 리서치 펠로우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

A대학 예시

리서치 펠로우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제
도
시
행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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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리서치 펠로우 제도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역할
정부

대학

•리서치 펠로우의 고용기준 제시

•리서치 펠로우 고용 및 운영제도 마련

•R&D 관리제도 개선으로 지원기반 마련

•우수 박사연구원을 선별하여 리서치 펠로우로 고용

•리서치 펠로우 대상 지원강화

•정부연구비, 대학 자체재원 등을 활용하여 인건비 확보

(2) ‘리서치 펠로우’ 고용조건 마련

만 원 이상의 인건비 기준은 리서치 펠로우 급여의

교과부에서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에게 일자리 개

하한선이며 리서치 펠로우의 연구역량, 경력 등에

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고자 ‘리서치 펠

따라 대학이 자체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로우’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기준을 마련하였다. 리
서치 펠로우로 고용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중

(3) ‘리서치 펠로우’ 고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방

장기 계약 및 월 300만 원 이상의 보수, 4대 보험

식 개선

가입 의무화라는 세가지 고용조건을 만족해야 한

리서치 펠로우 제도는 정부가 직접 인건비를 지

다. 각 대학에서는 리서치 펠로우 고용기준에 따

원하는 기존의 사업중심형 지원과 근본적인 차이

라 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게 되는데, 고용의 안정

가 있다. 이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이 스스

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협약의 주체는 기관(대학

로 우수 박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토록 유도하

또는 산단)으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고용 및 운영

는 것으로, 대학의 능동적인 역할이 특히 중요하

에 필요한 세부기준(선발기준, 고용규모, 계약·

다. 정부는 리서치 펠로우 고용에 따른 재원을 대

해약 기준, 연구인력의 분류명칭 등)은 대학이 자

학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R&D 사업의 인

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용토록 하였다. 특히 월 300

건비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그림 2-2-13> 리서치 펠로우 고용기준
【(현) 계약직 연구인력】

고용형태

인건비 및 복지

고용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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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1년)

【리서치펠로우】

•중·장기 계약직(3년 이상)
* 갱신형 계약직

•월 100~200만 원 내외

•월 300만 원 이상

•차별적 4대보험 가입

•4대보험 가입 의무화

•연구책임자, 산단, 대학 등

•대학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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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리서치 펠로우에게 인건비 풀링제17)를 적용

우 제도를 시범으로 적용하고, 연구현장의 의견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이 과제 참여율 등을 자

을 수렴하여 현 제도의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

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부 R&D 과제의 인건비

이다. 이를 통해 제도가 정교화되면 2013년도부

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R&D

터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정부

과제가 종료되거나 정부 R&D 과제에 일시적으로

R&D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중 리서치 펠로우 제

참여하지 못하는 리서치 펠로우에게는 정부 R&D

도의 시범도입을 희망하는 기관은 리서치 펠로우

사업의 간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

고용계획 및 고용, 인사관리 등 관련된 대학 자체

용한다. 리서치 펠로우의 4대보험 기관분담금 역

규정의 제·개정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시범 대학

시 원칙적으로 대학 간접비에서 지급토록 한다.

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2년 11월까지 진행된 접
수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학 33개가 시범 적

(4) ‘리서치 펠로우’ 대상 연구지원사업 신설

용 대학으로 신청하였으며 총 500여명 이상의 리

2012년부터 교과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내에

서치 펠로우를 고용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희망

리서치 펠로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지원사업이

대학의 정부 R&D 수행 규모, 리서치 펠로우 고용

신설되었다. 이는 신설된 리서치 펠로우 제도를

에 따른 인건비 재원확보 역량, 리서치 펠로우 고

R&D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대학 연구현장에 동 제

용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범 대학을 승

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 역량

인하게 되며, 승인된 기관의 리서치 펠로우는 올

을 갖춘 리서치 펠로우에게 독립적인 연구수행 기

해 5월 공고된 리서치 펠로우 연구지원 사업에 지

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의 가장 큰 특

원할 수 있다.

징은 리서치 펠로우가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올해 시범적용 대학에 고용된 리서치 펠

다. 향후 과제

로우만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2012
년도에 총 50억 원으로, 과제당 5천만 원씩 100과

리서치 펠로우 제도가 대학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

제를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물론 우수 종료과제

착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리서치 펠로우 고용 확대

의 경우에는 3년의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차상위사

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우

업과의 연계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선 교과부에서는 2013년도부터 리서치 펠로우 제

사업공고 후 8월에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9월부터

도를 WCU-BK21 후속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중이다.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대표적 재정지원 사
업인 BK21과 WCU 사업이 2012년도에 종료됨에

(5) 2012년도 시범적용 계획

따라 현재 후속사업이 기획 중에 있으며, 후속사

2012년도에는 희망대학을 중심으로 리서치 펠로

업에 리서치 펠로우 제도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17) 인건비 풀링제는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사건으로 인해 연구비 관리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과제
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별로 통합해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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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대학 중점연구소 고용기준 개선(안)
구분

현재

연구소당 지원규모

•총 연구비 6억 원 (간접비 1억 원 포함)

개 선(안)
•좌 동

•전임연구원 5명
의무고용 인력

- 전문연구교수 2명 (연 3,600만 원)
- 연구원 3명(연 3,000만 원)

또한 리서치 펠로우 제도를 대학 중심의 R&D
사업과 연계시킴으로써 리서치 펠로우 제도의 자
발적인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리서치 펠로우 제
도가 본격 추진되면 교과부에서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등 대학에 지원되는 대규모 R&D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시 리서치 펠로우 고용 현황 및 고
용 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공분
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의무 조항인 전임
연구인력 고용을 리서치 펠로우 고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학중점연구소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2년 기준으로 전임연구인력 5명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리서치 펠로우로 전환할 경
우 3년 이상 고용이 보장되므로 지속적이고 다양
한 심화연구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위와 같이 리서치 펠로우가 제도적으로 확산되
고 대학의 새로운 전문 연구계층으로 위상이 제고
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활동의 질적 수준 제고로 이어질 것이고, 우
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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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펠로우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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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록 및 참고자료
리서치 펠로우 시범적용 대상 현황(2012.11월 기준)
기관명

고용주체

채용인원(명)

1

경북대

총장

6

2

성균관대

산단장

33

3

배재대

총장

1

4

원광대

총장

13

5

아주대

총장

13

6

부산대

총장

9

7

연세대

산단장

2

8

서강대

총장

8

9

서울대

산단장

31

10

울산과기대

총장

17

11

이화여자대

총장

7

12

가천대

총장

9

13

서울시립대

총장

2

14

부경대

산단장

0

15

숙명여대

총장

4

16

광주과기원

총장

16

17

고려대

총장

25

18

한양대

총장

10

19

경상대

총장

7

20

충북대

총장

2

21

동국대

총장

1

22

한양대(에리카)

총장

4

23

순천대

총장

6

24

포항공대

총장

29

25

카이스트

총장

24

26

중앙대

산단장

3

27

공주대

총장

6

28

가톨릭대

총장

6

29

제주대

총장

5

30

전북대

산단장

4

31

단국대

총장

13

32

한경대

산단장

0

33

국민대

총장

총 합계

5
321

111

정책자료집 ➍ 과학기술 혁신

5.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

(2) 연구장비 관리·운용 전문인력의 필요성
정밀 측정 및 분석, 전문적 시험 장비 등에 필요한
연구장비는 고가이면서 첨단기술로 제작·운영되

가. 정책 추진 배경

며, 가동시 각종 부대시설·설비, 전처리 장비, 결

(1) 국가 연구장비 투자 확대

과 분석 시스템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연구장

다양한 시험, 분석, 계측 등을 위한 첨단 연구장

비를 이해하고, 장비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에게 맞

비와 시설·설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필

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

수이며, 연구 경쟁력 확보,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

다. 또한 수요가 있는 개별 연구자들이 고가의 연

견인 등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이에 따라 정

구장비를 직접 구매·운영하기 보다는 공동실험

부는 연구장비·시설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실습관, 공동기기원 등에 구축함으로써 공동활용

진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정부 R&D 투자 확

하는 것이 국가 R&D 투자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대 및 과학기술의 대형화·복합화 추세로 향후 계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축된 연구장비

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 국가과학기

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연구

술위원회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연구시설·장비를

장비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전문인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운영관리의 효율화, 전문인

력이 전담하고, 연구자들은 창의적 연구개발 활동

력 및 전담기관 육성 등을 담은 《국가연구시설·

에 집중함으로써 R&D 성과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으며, 계속 추진 중에 있다.

<그림 2-2-14> 연구장비 투자 누적현황
누적장비수

(단위 : 점, 억원)

누적금액

90,000
70,158

70,000

62,859

50,000

43,633
31,259

30,000
20,000

84,294

74,334

74,765

35,371

36,533

2011년

2012년

70,223
64,860

55,287

60,000

40,000

80,758
75,485

80,000

58,888
52,527

45,970
40,377

10,000
0
~2004년

2005년

2006년

※ 출처 : 국과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2012.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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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연구기관의 장비전문인력 고용현황
구분

대학

출연(연)

기타*

합계

보유장비수(점)

18,423

14,132

23,248

55,803

고용인력(명)

609

398

402

1,409

1인당 운영장비수(점)

30

36

58

40

※ 출처 : 장비전문인력 고용현황 조사(2011.11, 교과부)
* 기타 : 국공립(연), 테크노파크(TP),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조합 등

출연(연) 등은 보유장비수에 비해 고용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2011년 11월 현황 조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구장비 전문운용인력 양성사업 관련 해외사례

사 결과, 1인당 평균 40점의 장비를 관리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하여 전문적·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연구장비 관리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최근 지속
제기되고 있다.
장비운용자 대상 설문조사(2011.11, 국가연구시
설장비진흥센터) 결과, 전문인력 1인당 적정 장비
수는 최대 10점 이내라고 대다수가 응답하였으며,
전체 장비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4,000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 물론 이들은
연구장비에 관한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①미
 국(국립과학재단, NSF) : EHR(Education & Human Resources) 프로그램
-생
 물 및 화학 분야 등 과학 및 공학 장비 인력양
성을 위해 교육 실시
② 일본(문부과학성) : 나노테크놀로지종합지원 프로
젝트
-장
 비원리 교육 및 극미세 가공·조형(나노·마이
크로 제작)의 장비의 조작, 재료가공, 관찰 등을
실습과정 지원 등
③ 영국(과학기술 시설위원회) : NAS(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 프로그램
-전
 기, 전자, 나노, 바이오, 반도체 분야 등의 테크
니션 교육 과정 제공

갖추고 장비의 운용과 관리를 모두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1년 국회에서는 국

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정감사시 “국가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높이기 위
해서 연구장비의 운영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책,

(1) 추진 경과

관련 예산의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

정부는 2008년 8월,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

으며, 1,733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716점의 장비가

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 577 Initiative》를

방치 상태이며, 이는 운영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수립하였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5%투자’(국가 총

때문이라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2012.4.19,

연구개발투자 GDP 대비 5% 달성) - ‘7대 중점분

전자신문).

야 R&D육성’ -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과제

반면 해외에서는 국가적으로 연구장비 전문운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른바 ‘577계획’으로 불리었

용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과제 중, 6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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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내에 연구시설·장비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

의 전략적 확충 및 활용 과제 세부내용으로 “연구

술부는 연구장비 관리·운용 인력의 전문성을 높

장비관련 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촉진”이 포

이고, 과학기술 분야 새로운 직업군으로 정착시키

함되었다.

기 위해 <연구장비 엔지니어>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국

‘연구장비 엔지니어’란 연구장비에 관한 전문교

가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

육을 이수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갖

안》을 수립하여, 연구장비 전문인력 및 전담기관

추고 장비의 운용뿐만 아니라, 관리 업무를 수행

을 육성·지원하기로 발표하고, 2009년 9월 기초

하는 자로서 대학,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 소속되

과학지원연구원 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어 다양한 연구장비·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다.

(NFEC,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Equip-

연구장비 엔지니어는 간단한 관리만을 수행하던

ment Center)를 설립, 연구시설·장비의 고도

보조인력(테크니션) 개념보다 더 나아가서, 연구

화·선진화 등을 추진하는 전담기구를 조직하였

장비의 유지·보수 및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전

다. 이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10.2.4), <과

문적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가의 첨단 연구

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2010.7.26)을 통해 연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

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지원기관에 대한 법

는 궁극적으로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향상으로

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기관의 역할 중에

이어질 것이다.

하나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련 인력 양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3)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 사업 추진

정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추진

(2011.12.23)를 통해 “연구장비 엔지니어 육성·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배치”를 “젊은 인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좋은 일

2011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 연두

자리 창출” 과제로 제시하고, 이공계 젊은 인재인

업무보고에서 연구장비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용

마이스터고 졸업생 또는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향

하는 “연구장비 엔지니어”를 적극 양성하기로 보

후 5년간 2,000명을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하였다.

R&D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문성을 갖춘 연구장비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2)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정의

위해서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전문교육

현재 연구장비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인력들은 대

기관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교재, 학습자료 등의

부분 전문직업인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연구보조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2년 1~4월 기획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

연구와 연구기관들의 연구장비 엔지니어 고용 수

은 편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연구장비를 관리

요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는 전문인력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일정 능력

수립하였다.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직’으로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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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사업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는 등

양성된 연구장비 엔지니어들에 대해서는 대학 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27개 기관에서 총76명의 고용 수요가 있었다. 이

연구장비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은 1개월 간의

를 토대로 우선 2012년은 공모를 통해 활용가능한

연구장비 관련 제도, 안전관리, 일반기기 공통 이

연구장비·시설 및 전문강사를 갖춘 기관을 연구

론교육 등 기본교육, 분야별 특정 이론교육(1~2개

장비 엔지니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

월), 핵심장비 운용 및 부대설비 관리 등에 관한 전

<그림 2-2-15>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사업 기본방향

주무부처
•추진계획 수립
•총괄운영기관 지정

사업위탁

결과보고

총괄운영기관
•국가재정 장비교육기관 선정 및 관리
•교육생 통합공고

네트워크
구축

•기본교육 교재 발굴 및 실시

장비인력고용기관
•장비엔지니어 고용

•장비인증제도 마련
•고용수요 조사 및 고용기관 연계
•연구장비 교육 및 취업지원 온라인 시스
템 구축·운영
사업 운영·관리

결과보고

지역별 국가재정 장비교육 개관
네트워크

•교육생 선발
•실습위주의 장비교육 실시
•장비교육협력기관 지정 및 네트워크 구축

장비교육생공급기관

구축
•장비교육생 공급

•교육생 관리

장비교육 위탁

결과보고

장비교육협력기관

•국가재정 장비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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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육(10개월 내외) 등 약1년 과정으로 구성된다.

비는 교육기관별로 나누어서 개발하되, 계속적인

체계적·전문적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및 실습교

교류·협력을 통해 어느 기관에서나 활용할 수 있

육교재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진

는 자료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표준화된 기본교육

흥센터(NFEC)와 전문교육기관이 TF를 구성하여

은 연중 운영 또는 사이버교육 제공 등을 통해 연

관련 전문가들을 확보·활용할 계획이다. 필수 연

구장비 엔지니어 교육생 외에도 필요로 하는 많은

구장비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세부

(NFEC)가 총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특화 장

계획은 검토 중에 있다.

<표 2-2-10> 연구장비 기본 및 전문 교육 내용 및 일정
교육 구분
기본교육

전문교육

교육내용

교육주관

·물리학, 화학 및 생물학 등 연구장비 실습에 필요한 기초과학교육

NFEC,

·장비안전, 장비관리 및 장비이론 교육

GRAST

교육시간
200

·핵심 연구장비 실습교육

전문교육기관

·자율 연구장비 실습교육

(협력기관)
전문교육기관(협력기관),

·연구장비 심화실습 및 실무적용 교육

고용기관

·고용기관 현장실습 교육
합계

400
1,240
1,840

<그림 2-2-16> 연구장비 엔지니어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기능

EES(연구장비엔지니어서비스) 시스템
Contents Distribution Platform

정보제공

장비교육생 통한 모집공고

장비교육기관

정보수집

교육자료(책자 및 강의 동영상) 정보의
제공
장비교육콘텐츠 등

장비전문인력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장비교육기관 및 장비교육협력 기관의
현황

고용지원기관
장비전문인력

자격인증제도 관련 공지
…

정보제공

sns, E-mail 등 알림 기능

정보공유
구인구직정보

http://ees.nf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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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사업 기본방향
국각지정 장비교육기관 선정·운영(연구기관)

추진전략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 총괄운영(NFEC)

장비교육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구축

국기기관
장비교육기관
선정·운영

장비교육기관의 선정·관리

장비교육생관리

실습위주의 도제식 교육실시
커리큘럼 및 실습교육 교재마련

현장 맞춤형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기본교육교재 발굴 및 실시
교육프로그램총괄관리

장비교육생 통·공고 및 모집
장비교육생 선발

핵심연구장비
엔지니어
총괄관리

자격인증제도마련
연구장비 엔지니어
전략포럼 개최

고용기관 맞춤형 교육실시

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또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연구

고용수요조사 및

연
구
장
비
엔
지
이
너
온
라
인
지
원
체
계
구
축

고용기관 연계

다. 향후 과제

시설장비진흥센터(NFEC)와 전국의 장비교육기
관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취업 지원, 사이버/모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은 과학기술 하부구조를

바일 교육 플랫폼 제공 등의 역할을 위한 통합 온

튼튼히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

라인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는 정책이다. 2012년 시작한 사업을 내실화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연구장비 엔지니어 교육 인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향후 과제이

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지면, 연 2~300명 규모로

며,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양성을

양성하여, 향후 7년(2013~2019) 동안 약2천명을

통해 대학·출연(연) 등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기

배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업 연구소, 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등 민간부

이공계 학부생 및 마이스터고 학생 등으로 연구장

문에서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비 엔지니어를 이공계 젊은 인재 대상의 전문직업

수 있다. 또한 연구기관에 고용된 연구장비 엔지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자격인

니어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

증제도 도입, 교육생들의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이

육 기회 제공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이다.

공계 新(신)직업군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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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록 등 참고자료

대 연구결과로 수상하였으며, 2011년 노벨과학상
수상자 7명 중 5명이 노벨상 수상의 기초연구를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http://nfec.kbsi.re.kr

20대~30대 초반에 시작하여 이를 발전시켰다.18)
과학기술 분야 박사 학위자는 지식기반경제에
서 국가경쟁력의 혁신 창출과 지식기반 경제성장
의 핵심요인 중 하나(OECD, 2010)이며, 선진국
은 미래산업을 주도할 우수 박사 후 연구자(PostDoc.) 양성·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속 추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취득인원은
점차 증가19)하고 있으나, 불안한 미래, 생활비 부
족 등으로 인하여 연구에 몰입하기가 어려우며 연
구성과 부진 및 최신 과학기술습득의 어려움 등에
대한 불만20)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6.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고급 두뇌유출 현상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또한 연구비 지원은 연구업적이 뛰어난 기존 연
구자에게 집중되는 ‘매튜효과’21)로 인하여 아직 연

(1) 정책 추진 배경

구업적이 미흡한 Post-Doc.에게 충분한 연구비

박사 후 연구원(Post-Doc.)을 포함한 신진연구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자들은 연구를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로 창의
적인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다. 일

(2) 도입 경과

본 문부과학성의 2007년도 과학기술백서에 따르

2001년부터 대학부설연구소 소속 전임 연구교수

면 1987년~2006년까지 과학 분야 노벨과학상 수

로서 소속대학 총(학)장이 3년 계획으로 채용하

상자 137명 중 절반에 달하는 48.2%(66명)가 30

고자 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술연구교수지원

18) 20~30대에 연구를 시작한 2011년도 노벨과학상 수상자
- 물리학상(공동 3명 중 3명) : 사울 펄무터(미국), 브라이언 슈미트(호주), 아담 리스(미국)
- 생의학상(공동 3명 중 2명) : 브루스 보이틀러(미국), 랠프 수타인만(미국), 율레스 호프만(프)
- 화학상 : 대니얼 세시트먼(이스라엘)
19) 국내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현황(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5,885명(2007) → 5,881명(2008) → 6,071명(2009) → 6,287(2010) → 7,183명(2011)
20) 『비전임 박사급 연구원의 활성화 방안 연구』관련 설문조사 결과,
- 연구저해요인 : 불안한 미래(58.2%) > 기본 생활비 부족(20.7%)
- 연구업무 불만족 이유 : 연구성과 부진(39.8%) > 최신 과학기술습득 부족(30.3%)
2009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설문조사(KISTEP) 중 박사연구원 평균 월급여
- 이학계열 : 정규직(366만 원) / 비정규직(231만 원)
21) 매
 튜효과(Merton, 1969) :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낸 것으로 인정된 학자에게 지속적으로 연구비, 시간 등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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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IMD의 두뇌유출지수 추이(1995~2010)
구분

199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미국

8.51

8.55(1)

8.96(1)

8.25(1)

8.19(3)

7.88(3)

7.84(4)

7.22(5)

7.07(4)

6.64(7)

6.84(5)

한국

7.53(4)

4.11(39)

4.70(39)

4.57(23)

4.50(44)

5.91(25)

4.91(40)

5.89(19)

5.11(27)

3.44(48)

3.69(42)

일본

7.46

6.83(9)

6.00(21)

6.23(6)

6.77(13)

6.53(15)

6.75(16)

5.70(21)

6.24(11)

6.39(10)

5.78(18)

싱가포르

7.22

5.58(24)

6.85(12)

6.12(17)

7.14(7)

6.59(14)

6.93(13)

7.08(8)

6.62(8)

5.78(15)

6.13(11)

핀란드

5.92

6.54(12)

7.45(5)

8.05(2)

6.71(16)

7.34(6)

7.59(6)

6.92(11)

6.52(9)

7.27(2)

6.79(6)

스웨덴

5.91

4.48(35)

5.60(27)

5.59(22)

6.41(21)

6.29(19)

6.51(18)

6.56(12)

6.68(7)

6.62(9)

6.77(7)

인도

3.00

3.15(44)

5.53(28)

5.98(7)

6.97(10)

6.25(21)

6.76(15)

5.50(25)

5.11(26)

5.73(16)

5.89(16)

중국

2.62

3.78(40)

3.53(46)

3.53(27)

3.13(55)

3.51(54)

3.22(57)

3.48(46)

3.66(42)

2.93(52)

3.46(45)

※ ‘0’은 두뇌유출이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 ‘10’은 국가경제에 영향 없음

사업을 시작하였다. 매년 50명 내외 연구자에게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도입

연간 5천만 원의 연구비를 3년간 지원해왔으며,

①국
 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일본의 ’신 테뉴어

2010년도 마지막 신규 지원자 21명을 포함하여 총

트랙제도‘를 사례로 들어 국내도 유사제도 도입 건

500여명의 연구자에게 지원하였다.

의(2010.11.19)


미래 기초과학을 이끌어갈 신진연구자에 대하

② 이공분야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내

여 인건비 및 연구비를 대폭 확대하여 국내 노벨

‘학술연구교수’

유형을 확대하여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유

과학상 수상을 고려한 기초과학 인재 육성의 필요

형 도입(2011)

성이 대두되었고, 2010년 11월 교육과학기술자문

※ 2011년도 교과부 업무보고, 국정과제, 이공분야 기초연
구사업 시행계획 반영

회의에서는 일본의 ‘신 테뉴어 트랙(tenure track)
제도’를 사례로 들어 국내의 젊은 과학자 집중 육
성(Presidential Basic Science Fellowship 제도

계별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GPS의 일환으로「대

도입)을 건의하였다.

통령 Post-Doc. 펠로우십」제도 보고 후 교과부

2010년 12월에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연두

「2011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반

업무 보고에서 학부에서 박사후 과정까지 경력단

영(2011.1)하여, 미래 기초과학을 이끌어갈 Post-

<그림 2-2-18>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

학부

석박사

대통령 과학 장학생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박사후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연구자

국가과학자

신진, 중견, 리더

국가과학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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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명사초청 간담회
(2011.11)

<그림 2-2-20>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지정서 수여식
(2011.12.7, 청와대 영빈관)

Doc.(20~30대)을 대상으로 ’대통령 Post-Doc.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ʼ 사업을 시작하였다.

펠로우십‘ 사업을 신설하였다. ’대통령 Post-Doc.

만 39세 이하인 박사 후 연구자에 한해 사업신청*

펠로우십‘ 사업은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에 비해

을 할 수 있고,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우수한

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연구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

를 할 수 있다. 정규직 박사연구원 수준의 인건비

였다.

지급 및 독립적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간 1.5억

2011년 22.5억 원의 예산으로 15명을 선정하여
9월 1일부터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연구의욕 고취

원(연구비 1억 원, 인건비 0.5억 원) 연구비를 지
원한다.22)

및 진로 설정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목적으로 과학

우수한 Post-Doc. 선발을 위해 연구업적 요건

기술계 저명 인사 초청 강연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

강화23) 및 발표평가를 통해 심층 검증24)을 실시하

다. 또한 연구자들의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12월 7

는 등 선정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안정적인 연구

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Post-Doc. 펠

환경 제공 및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

로우십’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해 소관연구기관의 정규직 채용의지를 평가에 반
영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지속적인 연구과제 수행

나. 주요 내용 및 성과

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기간내 정규직 취업(임용)
시에도 잔여기간의 연구비는 계속 보장하고 있다.

경력단계별 핵심인력양성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

2011년 선정된 15명의 대통령 Post-Doc. 펠로

체계(GPS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우십 지원자 가운데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

22) 만 40세 이상이라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미경과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대학전임교수,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정규직 연구원은 신청 제한
23) 연구업적 : 기존 Post-Doc.(논문 등 1편 이상) → 대통령 Post-Doc.(논문 등 3편 이상)
24) 심층검증 : 기존 Post-Doc.(서면평가) → 대통령 Post-Doc.(서면평가 +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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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수 Post-Doc. 연구원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지 연구역량별로 폭 넓게 지원함으로써 향후 국

연구환경 지원 및 일자리 제공이 사업목표인 만큼,

내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사업초기에 5명의 지원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
분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자
가 우수한 연구성과와 함께 5년 이내에 정규직으
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향후 과제
앞서 추진배경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를 주
도적으로 시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
오는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1
년도 15명을 선발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100명
이상의 Post-Doc. 연구원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 종료 후 결과 평
가를 통해 탁월한 수준의 연구 성과를 보인 연구
자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신청시 우대하는 등 역
량단계별로 단절없이 연구에 몰입해 나갈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서는 기존 PostDoc. 지원 사업(박사후 국내·외연수)부터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사업까

<그림 2-2-21> 역량단계별 기초연구사업 지원 체계

대통령
Post-Doc.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리더연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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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록 등 참고자료

참고 1 | 선진국의 우수박사 후 연구자 양성·지원 사업

구분

사업명
(추진기관)

미국

Director's Early
Independence Award
(국립보건원, NIH)

-창
 의적·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지
사업목적

닌 젊은 연구자들의 독립적 연구를
지원하여 ‘고위험 고성과’ 영역의
연구를 활성화

- 박사학위 취득 전·후 12개월 이
내인 자
지원자격

- 외국과학자도 지원 가능(단, 미국
내 기관을 통해 지원해야 함)
※ 신청기관은 2건 까지 신청 가능

지원금액 등

- 2 5만 달러(직접비)/년, 간접비 별
도, 5년간 지원

-동
 프로그램은 2011년 신규 추진
(예정)
기타

-신
 청자는 사전에 미국내 기관(대학
등)과 접촉, 기관 통해 신청
-해
 당기관은 선정자에게 조교수 수
준의 지원 의무(연구공간 등)

122

독일

Emmy Noether Programme (ENP)

일본

신진연구자 자립적 연구환경정비 촉
진사업

(독일연구협회, DFG)

 월한 젊은 연구자가 ENP종료후
-탁
대학에서 활동토록 경력 지원
-해
 외에서 활동 중인 탁월한 젊은
과학자들의 복귀 활성화

(문부과학성)

-테
 뉴어 트랙에 근거한 신진연구자
의 자립기회와 활약의 기회 부여
※ 대학에 테뉴어 트랙으로 채용되는
신진연구자를 국가가 채용 결정, 5년
간 국비지원

-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내 신청
-박
 사학위 취득, 과학적 탁월성(저
명저널 게재 논문 실적)
-국
 제연구경력(박사 혹은 박사 후

- 박사취득 후 10년 이내의 연구자
또는 동등 연구경력자

과정) : 최소 12개월 이상
※ 외국인 신청 가능

-필
 요 인력 인건비(연구원 포함),

- 1억 엔 정도(과제당 2억 5천만 엔,

직접경비, 5년간 지원(3년 차 중

복수 관계자 수행), 5년간 지원(3년

간평가)

차 중간평가)

-독
 립적 연구자 그룹(Junior
Research Group) 책임자(리더)
로 활동
※ 대학에서는 JuniorProfessor에 해당
하는 법적지위 부여

- 선정자는 Host기관(대학 등)에서
박사과정 지도, 강의도 가능

- 5년 정도 테뉴어 트랙 교원으로 독
립하여 연구 실시(급여 및 연구비
국고 지원)
※ 대학은 연구공간 제공

- 과제 종료후 정년제 교수로 채
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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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통계

● 국내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현황(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5,881명(2008) → 6,071명(2009) → 6,287명(2010) → 7,183명(2011)

●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지원 현황

- 583명(2009) → 408명(2010) → 433명(2011) → 359명(2012)
(단위 : 명, 백만 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구분
인원

지원금

인원

지원금

인원

지원금

인원

지원금

박사후 국내연수

245

6,417

229

6,440

189

5,994

175

5,750

박사후 국외연수

195

4,529

52

1,385

154

4,694

120

3,630

학술연구교수

143

5,112

127

4,833

75

3,120

29

1,450

대통령 Post-Doc.

0

0

0

0

15

2,250

35

5,250

계

583

16,616

408

13,060

433

16,060

359

16,080

●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2011년도 선정현황

- 성별 선정 현황
남성

여성

선정 비중

세부 유형
신청

선정

선정율

신청

선정

선정율

남성

여성

73

12

16.40%

28

3

10.70%

80.00%

20.00%

대통령 Post-Doc.

- 지역별 선정 현황
(단위 : 명, %)

세부 유형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광주/

대구/

충남북

전남북

경북

부산/
울산/경남

제주

계

신청

52

11

-

15

5

9

9

-

101

대통령

선정

8

2

-

2

1

1

1

-

15

Post-Doc.

선정율

15.40%

18.20%

-

13.30%

20.00%

11.10%

11.10%

-

14.90%

선정비중

53.30%

13.30%

-

13.30%

6.70%

6.70%

6.7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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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로 세계 3위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제3절

미래 원천기술개발
가속화

투자 확대는 많은 연구인력 양성과 특허 등의 성
과 제고로 이어져, 천명당 연구인력은 2010년 기
준 11.1명으로 핀란드 17.0명에 이어 세계 2위이
며, PCT 특허 출원은 2009년 기준세계 5위 수준
으로 향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세계적
인 학술지인 네이처, 사이언스 저널에 논문이 게

< 대형국책사업의 전략적 추진>

재되었을 때 신문과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가 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받았으나, 2010년의 경우 한 해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에만 NSP(Nature, Scince, PNAS)에 96건의 논
문이 게재되는 성과가 창출될 정도이다.

가. 정책 추진 배경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연
구개발 역사는 30년에 불과하여 100여년 이상을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 R&D를 통한 기술혁신을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를 해 온 선진국들과의 격차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기반으로 인식하고 이

를 줄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연구

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국

성과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피인

가비전”, “기후변화 대응 국가 R&D 전략”, “신기

용 상위 1% 논문은 세계 16위, NSP 저널 게재 건

술 융합형 R&D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등 과학

수는 세계 15위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기술 정책을 수립하였다.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국과위에서

이러한 신정부의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0년 실시한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총 11대

인재정책과 기초·원천연구 정책의 추진 임무를

분야 95개 중점과학기술의 369개 세부기술에 대

수행하기 위해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는 20~30

해 평가한 결과 최고기술 보유 현황은 미국 279개

년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인

(75.6%), EU 56개(15.2%), 일본 33개(8.9%)인 반

력을 양성하고,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면, 우리나라는 대면적 OLED·AM-OLED 기술

R&D 프로그램의 기획에 착수하였다. 새롭게 추진

1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대

될 연구개발 사업은 기존 모방형 R&D 전략을 창

표 수출상품인 휴대폰의 경우 삼성·LG 등은 퀄

조형 R&D로 전환하고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획기

컴(Qualcomm)사에 CDMA 원천기술 로열티로만

적인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까지 3조원 이상을 지불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이에 따라,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창조형·선도

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견인해왔

형 기술 개발을 위해 과거의 R&D 패러다임을 전

다. 2010년 기준 전체 R&D 투자는 2010년 기준

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R&D 사업에 대한 요

으로 세계 6위 수준으로, GDP 대비 R&D 투자는

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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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신대륙 발견 프로젝트와

<사업추진경위>

같은 창조형 R&D의 투자로서 세계 최고의 창의

●1
 990.

적 연구그룹과 협력, 개방형 R&D 추진과 같은 새
로운 개념의 R&D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과
거 G7 프로젝트,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 R&D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의 대형 장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대
두된 것이다.

1. 10: “2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수

준 진입”의 국정목표 제시
●1
 991.

4. 11: 과학기술처 ‘2000년대 과학기술 선

진 7개국권 진입 추진방향’ 수립
●1
 991. 5. 20: G7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G7 전문

가 기획단’ 구성
●1
 992.

8: 11개 사업 대상사업 선정 및 1단계 연

구사업 수행

나. 도입 경과

●1
 995.11:

7개 신규사업 선정 및 2단계 연구사

업 수행

(1) <도입기> G7 프로젝트

●1
 998.

8: 3단계 연구사업 착수

1980년대 후반기 3저(유가, 금리, 달러) 호기에도

●2
 003.

7: 종료사업 최종평가 실시

불구하고 국제정세의 대 변혁기에 대한 대처의 미
흡으로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 기회를 상실하였

(2) <확산기>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추진

다는 반성과 함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가 간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대형사업인 G7 프로젝트

경제·과학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른 국

(선도기술개발사업)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

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 기반을

한편 1990년대 초 세계는 동·서 냉전체계의 붕

최대한 활용하여 21C 개방화 시대에 경쟁할 수 있

괴로 경쟁과 협력이 정치와 이념보다는 경제와 과

는 우리만의 강점기술을 전략적, 선택적으로 집

학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

중 개발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

다.

기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나

라의 선진국 진입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

당시 21세기 지식기반경제 도래로 인해 투입주

술분야의 역할에 중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지양하고 과학기술 중심 혁

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하고 범국가적인 국가연구개

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이 요구되었는데, 대

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내적으로는 IMF 외환금융위기, 고유가 시대 도래

G7 프로젝트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등으로 과거 성장전략의 효용성이 감소하고 있었

18개 사업단에 총 3조 6000여억 원이 투입된 우리

으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통한 소득 2

나라 대형 장기 연구개발사업의 시초라고 볼 수 있

만 달러 달성이라는 국민적 요구 충족을 위해 과학

다. 이중 민간에서 약 2조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술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였다. 이는 당시 총 국가 연구
개발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와 국제
적인 블록화 현상 심화에 따라 당시의 주력산업의
뒤를 이을 전략기술 개발·육성의 필요성과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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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미래 무한경쟁사회에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될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
굴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야 할 필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이러한 고령화·기후변화 등의 문제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개인·소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정부는 1999년부터 총 22

규모 연구를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므

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사업단별로 연 100억 원 수

로 이러한 미래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준의 연구비 지원을 10년간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대형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전

2013년 3월 최종 종료를 앞두고 있다.

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
형연구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장기간·대규모·집

<사업추진경위>

합적으로 수행되며 기술의 변화·발전 뿐만 아니

●1
 999.

라 인력양성 및 국내·외 네트워크 축적 등을 주도

4: 국정개혁보고회의시 사업추진방향 보

고
●1
 999.

하며, 우리나라의 R&D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에
7: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기본계

획 수립

이러한 목적에 따라 미래사회의 이슈에 대응하

●1
 999~2003:
●1
 999년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총 22개 사업 추진

2개, 2000년 3개, 2001년 5개, 2002년

8개, 2003년 4개 사업
●2
 004.10:

과기부 기능조정에 따라 6개 사업 산

고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
존의 기술을 모방하는 형태가 아닌 새로운 창조
형 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프론티어사업을 착수
하게 되었다.

자부,정통부 이관
●2
 007.12: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지원센터 지정
●2
 010.

3: 4개 사업단 종료

<사업추진경위>
●2
 008.8~2009.2: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사업 기획
●2
 009.3~2009.10: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

부)

(3) <혁신기> 글로벌 프론티어사업 추진

●2
 010.1~2010.3:

2000년대 후반들어 세계 시장의 경쟁 가속화로 1

●2
 010.8:

등 기술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화기 위해서는 기존

2010년도 신규 사업 세부기획

신규 3개 연구단 선정(의약바이오, 인

체감응솔루션, 바이오매스)
●2
 011.8:

신규 4개 연구단 선정(멀티스케일에너

의 과거 모방·추격형 R&D 전략에서 창조형·선

지, 소프트일렉트로닉스, 바이오합성·설계, 다

도형 R&D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대되

차원 스마트 IT)

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
을 바탕으로 고령화, 기후변화, 재해·재난·에너
지 등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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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및 성과

산을 10년의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하였다.
10여년 간 총 1조 3천여 억 원을 투자한 결과 양

가. 주력기반 산업의 기술자립 기반 마련

적·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수준의 연구성과가 만

(G7 프로젝트)

들어졌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의 수준 향상
에 크게 기여하였다.

G7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반도체, LCD,

교과부에서 지원한 16개 사업단에 대한 과거 10

CDMA, 고속전철 등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면, 1만여 건의 SCI급 논문

주력산업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신규 과학기술 인

게재, 1만여 건의 특허 출원·등록, 450여건의 기

력 양성 및 연구시설·연구거점 등 연구 인프라 구

술이전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타 국가연구개발사

축으로 국가혁신 시스템구축에 기여하였을 뿐만

업 대비 3~6배의 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니라 참여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수출산업

또한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

화, 수입대체 및 신규 고용창출에도 기여하였다.

업 관리 운영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사업관리방식

특히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사업”의 경우 국내

을 채택하여 타 국가개발사업에서 광범위하게 적

업체가 세계 1·2위를 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용되고 있다. 연구역량과 경영·관리 역량을 갖춘

하였으며, LCD와 PDP 제품의 수출경쟁력 기여에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여, 과제의 구성·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기획에서 관리·평가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대한

학술적으로는 논문의 수준이 양적·질적 측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였고 연구자가 도전적이

에서 크게 향상되었으며, 국가 핵심 기술분야에

고 창의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

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IT 분

구환경을 제공하였다.

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초석
을 제공했다

최근 평가 결과,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은 전략기
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

또한 G7 프로젝트는 타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는 당초 사업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다. 2011년에

을 유인하여 당시 교육부·건교부·복지부·환경

종료한 4개 사업단(생체기능조절물질·수자원·

부·정통부 등의 연구개발투입이 획기적으로 증

작물유전체·초전도)에 대한 전문기관의 분석에

가하였다. 정부의 R&D 투자는 1990년~2000년

따르면 해당분야의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사이에 연평균 80.5% 성장하였다.

대비 30~60% 수준에서 80~100% 수준으로 향상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 (21세기 프
론티어)

또한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의 대표 우수성과로
평가되는 5개 기술을 선정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기술의 경제적 수명과 제품의 시장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은 BT·NT·ET·IT 등 전

규모, 시장점유율, 사업화 위험, 기술 기여도 등을

략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5개 대표기술의 기술가치

기 위해 총 22개 사업단별로 연100억 원 규모의 예

가 총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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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당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연구개발 투자비

벌프론티어사업 등 장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안

용 대비 20여배에 달하는 것으로, 5개 기술만으로

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 선정

도 사업 전체 투자(1.2조 원) 대비 1.4배의 가치가

된 연구단에 대해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창출됨을 보여준 것이다.

가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과 행·재정 지

프론티어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이전 및 사

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먹거리 창출

업화를 통해 직·간접 경제효과 뿐만 아니라, 고용

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규 기술분야들을

유발 등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먹거리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야 하겠다.

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글로
벌 프론티어)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은 2010년 신규 사업으로 착
수한 이래 총 7개 연구단을 선정하여 연구를 지원
하고 있다. 현재 연구 초기단계로 구체적인 사업
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기초·원천기
술 연구를 통한 우수 논문·특허가 최근 다수 창
출되고 있다. 신약개발 플랫폼, 가상현실 기술, 바
이오 매스 기술, 바이오 합성 등 기존의 한계를 돌
파하는 혁신적 연구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먹
거리를 책임질 대표 원천기술의 산실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3. 향후 과제
10년 이상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 분야의
R&D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으로 대부분 장
기간의 안정적이고 창의적·위험적인 연구의 수
행 과정에서 창출된다. 따라서 미래 성장잠재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장기적이고 전략적
인 관점의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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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① G7 프로젝트 사업 개요
●총


사업기간 : 1992. 8 ~ 2002.12 (10년)

●세
 부사업

: 18개 사업(기반기술개발사업 9개, 제품개발사업 9개)

●기
 반기술개발사업

선정기준
G7 과학기술

개요
사업명

정보ㆍ전자ㆍ에너지텀단소재
기술개발사업

선진국 진입을

사업기간

사업목표

1992~2001

고부가 첨단소재의 국산화개발 및 산업화

위한 전략거점

신기능생물소재 기술개발사업

1992~2001

선진국 수준의 신기능 생물소재 기반기술 구축

기술로써

첨단생산시스템 기술개발사업

1992~2001

생산성 5배 향상 생산시스템 개발

1993~1996

256M DRAM 이상의 고집적 반도체 관련 기초기반기술 개발

자력확보가

차세대반도체 기반기술개발

불가피한 분야

사업

삶의 질을

환경경학기술개발사업

향상하고
국내외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신에너지기술개발사업

1992~2001

2001년까지 차세대원자로 설계 신뢰도 85% 수준의 감성측정

1995~2001

평가시율레이터 개발 및 감성응용제품 상용화

기술분야

개발사업

●제
 품기술개발사업

우위를 지속
발전시켜야

1995~2001

도 초보단계
에 있어서 경

플라즈마 실험장치 개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표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기술개발사업

1992~2001

선진국수준의 ISDN 실현을 위한 핵심시스템요소기술 개발

HDTV수상기공동개발사업

1992~1993

미국 및 유럽방식의 HDTV 개발

주문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1995~1999

차세대자동차기술개발사업

1992~2001

차세대기능(저공해ㆍ고안전도)을 갖는 자동차 개발

신의약ㆍ신농약 기술개발사업

1992~1997

2~3개 신의약ㆍ신농약 제품 개발

차세대평판표시장치기반
기술개발사업

1995~2000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

1995~2001

초소형정밀기계기술개발사업

1995~2001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

1996~2001

쟁이 가능한
산업분야

세계 4대 수준의 차세대 콤팩트형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개요

할 산업분야

선진국에서

설계기술 확보, 태양광발전상용화

차세대원자로기술개발사업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기존의 경쟁

1992~2001

2001년까지 환경기술 수출산업기반구축
응용탄산염 및 인산형 연료전지 개발, 석탄가스화복합발전

감성공학 기반기술 개발사업

추진해야 할

선정기준

1992~2001

GA규격 및 한국규격을 만족하는 HDTV용 ASIC 개발 및
설계인력 확충

25“~29”급 TFT-LCD 기반기술, 55“급 Full color PDP
개발
영상진단, 계측/치료기기, 재활기기, 인공장기, 치료용
재료 개발
소형정밀 핵심기계부품 및 시스템 개발, 미세가공기술 및
초소형 부품제작기술 개발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 개발 및 핵심부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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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1세기 프론티어사업단 개요
선정 년도

사업단명

단장

생체기능

화학(연)

조절물질 개발

유성은

연구내용
생명공학적 기술을 활용한 독창적 신약 후보물질 발굴

작물유전체

서울대

유전체구조·기능연구 및 형질전환·품종개량 연구로 신기능,

2001년

기능 연구사업

최양도

신품종 작물 개발을 위한 핵심기반연구

(4개)

차세대 초전도

전기(연)

초전도현상을 이용한 저 에너지 손실형 전력시스템, 환경 친화형

응용기술개발

류강식

전력시스템을 위한 공통기반기술 개발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

건설(연)

물순환 체계의 규명과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

기술 개발

김승

미생물유전체활용

생명(연)

미생물유전체 기능 규명 및 고부가가치 미생물자원의 발굴 활용을

기술개발

오태광

위한 핵심기반기술 확립

연세대

인간 전분화능줄기세포주 확립 및 줄기세포 분화 연구를 통하여

김동욱

난치병 치료를 위한 기반연구

세포응용연구
프로테오믹스

KIST

2002년

이용기술개발

유명희

(6개)

나노메카트로닉스

기계(연)

기술개발

이상록

핵심기반기술, 시스템 기술 개발

단백질의 기능과 구조를 연구하여 질환 표지 및 표적 단백질 발굴
나노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나노공정·장비기술 분야 기반기술 확보

나노소재

KIST

기술 개발

서상희

나노기술을 활용하여 신재료, 고기능 재료개발을 위한 핵심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에너지(연)

처리기술 개발

박상도

협약 대응기술 확보

원천기술 확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CO2 처리 기반기술 확보를 통한 기후변화

뇌기능 활용 및

서울대

뇌유전체 기능 연구 및 뇌기능 항진기술, 뇌질환 핵심 기전연구로

2003년

뇌질환 치료기술개발

김경진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2개)

고효율 수소에너지

에기(연)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5N㎥/hr급 물분해 수소에너지제조·저장·이용

제조·저장·이용기술

김종원

시스템 원천기술개발

③ 21세기 프론티어사업단 주요 성과
●전
 략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

- 2 011년 종료한 4개 사업단(생체기능조절물질·수자원·작물유전체·초전도)에 대해 전문기관(KIP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분야의 우리나라 특허가 사업단 출범 전과 비교하여 12.9~31.1배 증가, 세계 특허의 2.66~10.48%
에 해당
●논
 문,

특허, 기술료 등 정량·정성적 연구성과도 타 연구개발사업에 비해 3~6배 높은 수준

<표 1> 21세기프론티어사업 성과
성과

논문

실적

13,284편(국내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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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급 9,660편(72%)

특허 출원/ 등록

기술이전 (건수, 계약금액)

11,062건(국내외)

491건, 1,350억 원

국외3,052건(27%)

국외 11건(2.5%), 151억 원(11.2%)

국내8,010건(73%)

국내 425건(97.5%), 1,199억 원(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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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의 성과효율성 비교
1억 원당

1억 원당

1억 원당

SCI논문수

국내특허등록수

기술료징수액(억 원)

21C프론티어

0.58

0.18

0.048

교육과학기술부

0.39

0.04

0.002

지식경제부

0.08

0.05

0.033

보건복지부

0.42

0.02

0.01

농림수산식품부

0.16

0.03

0.006

기타

0.04

0.02

0.019

계

0.17

0.03

0.018

구분

<출처>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KISTEP)
2011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한국연구재단)

●최
 근,

대표 5개 기술*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술가치가 총 1조 7천억 원(연구개발 투자 대비 20여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
* 40나노 32기가 낸드플래시, 유무기 CO2 분리막, 초전도 케이블, 고온초전도 선재, 형질변환 벼

<참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절차

예비분석
기술타당성,
시장타당성

평가기간 추정
(기술의 경제적 수명)

제품시장 분석
(시장규모, 성장률
추정)

매출액 추정 및 예측

경제적 간접
파급효과 추정
(생산유발, 고용창
출 등)

경제적 직접(사업)
가치추정

할인율 추정
(시장 위험 반영)

미래 현금흐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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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1세기 프론티어사업단 대표 연구성과

•세계 최초 40나노 32기가 낸드플래시(컴퓨터, 디지털카메
라, MP3 등의 저장매체로 사용)핵심 기반기술 개발
※삼성전자로 기술이전, 총 계약금액 : 103.4억 원

•신약으로 개발 가능한 부작용을 줄인 당뇨병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
※(주)카이노스메드(국내)로 기술이전, 총 계약금액 95억 원(경
상기술료 매출의 10%)

•수확량이 40%이상 증가한 형질전환 벼 대량육성
※14건의 국제특허 공동 출원
※BASF Plant Science(독일)로 기술이전, 총 계약금액 615만유
로, (경상기술료 매출의 1.9%)

•다공성 고분자 이용 이산화탄소 분리기술 개발
※Air Products(국외)로 기술이전, 총 계약금액 약300억 원
(경상기술료 순매출의 3%)

•세계 최고 수준 고속 초전도 모터 개발 (두산중공업 공동
연구)
※기존 모터보다 크기·무게가 1/3수준이며, 연간 1억 달러 이상
에너지 저감효과 기대

•기존 케이블 전선보다 15배 이상 전기에너지를 흘릴 수 있
는 초전도 케이블 개발 (LS전선 공동연구)

•신개념 나프타 분해기술(원유에서 석유화학제품 기초원료
를 만드는 기술) 세계 최초 실용화
※기존 대비 제조 비용 30% 절감 및 CO2 배출량 20% 저감
※SK에너지에 기술이전, 총 계약금액 : 34억9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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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글로벌프론티어사업단 현황
연구단

단장

의약바이오

김성훈

·신약개발 비용·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플랫폼 개발

컨버전스(BT)

(서울대)

·신약개발 기간 4.6년 단축 : 6.1년 → 1.5년

실감교류

유범재

·인간과 로봇, 인간과 가상사회가 생각과 감정을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인체감응솔루

인체감응솔루션(IT)

(KIST)

차세대

양지원

바이오매스(ET)

(KAIST)

멀티스케일 미래에너

최만수

지(ET)

(서울대)

나노기반 소프트일렉
트로닉스(NT)

조길원 (포항공대)

다차원 IT 융합시스템

경종민

(IT)

(KAIST)

바이오 합성 및 설

김선창

계(BT)

(KAIST)

주요 연구내용

션을 개발
·미세조류 이용 바이오에탄올의 경제성 확보 (15배 비용절감: 달러4/ℓ ⇒ 달러
0.26/ℓ(2019))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 고효율 저가 미래 에너지 시스템 구현
·유연한 나노소재와 나노공정을 기반으로 신축성과 형태변형성이 우수한 인간 친화형
유연 전자소자 구현
·회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망라하는 혁신적 3차원 IC 상의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설계 플랫폼 연구
·창의적 세포 설계 및 유전체 합성을 통하여 산업용, 의약용 인공 세포공장기술 구현

⑥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대표 연구성과 (2011)
•암을 조절하는 새로운 타겟군 발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
구단/김성훈)
- 인간의 20가지 단백질합성효소들이 주요 암조절 인자들
과 다양한 결합을 통해 11종의 주요 암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음을 분석.
※ 「Nature Review Cancer」 誌 게재(2011.10월)

•암억제 단백질 안정화 물질 발견(의약바이오컨버젼스/김
명희)
- 포항방사선가속기의 빔라인을 이용해 특정효소(HAUSP)
와 바이러스 단백질의 복합체 입체구조를 규명. 바이러
스에서 유래한 펩타이드(vif1,vif2)가 특정효소의 기능 억
제를 통해 p53 암 억제 단백질을 안정화시킨다는 것
을 확인.
※ 「Nature Structural and Molecular Biology」 誌 게재(2011.11월)

•미세조류 고농도 배양을 위한 내부광원/분산판 일체형 광
생물반응기 개발(차세대바이오매스/양지원)
- 광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LED(Light Emitting Diode)로
이루어진 내부광원과 기체 및 미세조류 바이오매스의 교
반효율향상을 위한 분산판이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배양
효율 극대화 광생물 반응기 핵심특허 출원
※ 핵심특허 출원(10-2010-006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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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기반 차세대 바이오제품군 선정과 이를 위한 시
스템 대사공학적 전략 개발(차세대바이오매스/이상엽)
- 시스템 대사공학 기법을 활용해 바이오연료, 바이오화학
물질 및 소재를 생산하는 새로운 전략 제시
※ 「CELL誌 자매지인 TRENDS IN BIOTECHNOLOGY」誌 발표
(2011.08월)

•휴먼 인터페이스용 Flexbile Actuator 소자 설계/제작
(KIST/김도익)
- 피부와 유사한 PDMS로 이루어진 기존 대비 5배 이상 큰
구동 변위 힘을 얻을 수 있는 Flexible한 촉감 전달용 구
동기 개발
※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Manufacturing 발표(2011.6월)

•sEMG 생체신호 기반 의도인식 기술 개발(KIST/김기훈)
- 시계율 분석 기준 세계 최고 인식율을 보여 생체신호 측
정시스템 분야 세계 최고 기술 수준 확보
※ Brain 발표(2011.1월)

⑦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사업 추진 경과
사전 기획(2008.8~2009.2)

·사업기획
▼

예비타당성조사(2009.3~10)

·2010~2021년간 총 15개 연구단 추진에 대한 타당성 인정
▼

세부기획(2010.1~3)

·2010년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세부 기획
▼

미래도전과제 수요조사(2010.4)

·공청회 개최(4.1), 온·오프라인 수요조사
▼

기술분과위원회(2010.5)

·후보과제 선정
▼

후보과제 공청회, 추진위(2010.5)

·후보과제 공청회
·10년 추진 7개 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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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기획단(2010.6)

·7개 과제 상세기획
▼

2010년 사업공고(2010.6)

·2010년 추진 7개 과제 및 연구단장 공모
▼

2010년 사업 설명회(2010.6)

·2010년 사업 설명회
▼

연구단장 선정위원회(2010.7)

·연구단장 선정평가
▼

추진위원회(2010.7)

·연구단장 선정 안 심의
▼

연구단 선정결과 공고(2010.8)

·연구단장 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협약체결(2010.1)

·총괄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

2011년도 추진계획 수립(2011.3)

·추진체계, 지원과제도출, 연구단선정 등 기본방향 수립
▼

2011년도 사업설명회(2011.4)

·산·학·연 전문가 대상 2011년도 추진계획 및 기술수요조사 방법 안내
▼

2011년도 기술수요조사(2011.4)

·국가 R&D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자 대상 미래 도전과제 수요조사 실시
▼

기술분과위원회 심의(2011.5)

·수요조사 결과, 상위계획 분석결과에 대한 기술분과위 검토, 후보기술 선정
▼

추진위원회 심의(2011.6)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1년 지원 후보분야 선정
▼

2011년도 사업공고(2011.6)

·11년도 추진 과제 공고
▼

선정평가위 심의(2011.7)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한 연구단 선정
▼

선정공고(2011.8)

·연구단 선정결과 공고
▼

협약체결(2011.9)

·총괄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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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원천기술 개발>

라 구축을 위하여 2002년 7월에는 나노종합팹
(fab) 주관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을 선정하였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으며, 2003년 5월 나노특화팹 주관기관으로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을 선정하였다. 산업자원부 지원

가. 정책 추진 배경

으로 2004년 7월 나노기술집적센터 유치기관으
로서 포항공대 컨소시움과 생산기술연구원(광주)

21세기 들어 한국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과 전북대 컨소시움 등을 선정하였다.

동력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사회 곳곳에서 급증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IT/BT/소재 등에

나. 도입 경과

혁신을 일으켜 지속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
고, 기존 기술들의 한계를 극복해줄 돌파기술로서

(1) 나노기술의 정의와 특징

나노기술이 조명을 받게 되었다.

나노 기술이란 ‘나노미터 수준의 물질에 대한 이해

하지만 당시 한국의 연구개발 수준이나 기술의

와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ʼ로 정의되는 기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범국

술로 국내에서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아래와

가 차원의 지원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해당

같은 정의가 기술되어 있다.

지원 계획에는 관련 부처와 산업체 간 협력에 대
한 의제, 중장기적인 연구 및 투자 추진전략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성도 제
시되었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1항
가. 물
 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
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

2000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국의

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 또

나노기술 정책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국내 나노기

는 시스템(이하 소재 등이라 한다)을 만들어내는 과

술개발에 정책 수립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2001년 마침내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라는 구

학기술
나. 소
 재 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
공하는 과학기술

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천명하면서 한국의 나
노기술 연구개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해 산학연

이러한 나노기술은 나노 구조물의 전과정을 나

전문가 21명이 4개월 동안 참여하여 범정부차원

노 수준(100nm 이하)에서 제어하는 높은 기술집

의 나노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 7

적성을 가지며, 기술분야와 학문간 경계가 없는 학

월 18일 제8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1기 나

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 대상 기술이다. 이뿐

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2010)”을 확정지었다.

만 아니라 재료, 전자, 광학, 에너지, 우주항공, 의

또한 2001년 8월 17일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는

학 등 전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파급

‘NT산업발전전략’을 확정하고, 11월 15일에는 ‘NT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극대화와 오염

분야인력양성방안’을 확정하였다. 나노기술 인프

방지 및 제거를 통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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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나노기술의 응용분야

의료와 건강

정보통신

신소재

기계와 로봇

나노기술

우주항공

생명공학

환경과 에너지

운송
농업과 식량

환경기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가안보

술 관련 종합발전계획은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
부터 정부차원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

(2)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나노기술

로, 미국(2000년1월) 보다는 늦었지만, 일본(2001

개발촉진법 제정

년 9월), 독일(2002년 4월), 프랑스(2003년 11월)

나노기술개발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와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앞선 시기에 수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립되었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2002년 12월 나노기술개발촉진법(법률 제06812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

호)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나아가 2005년에는 과

략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거 5년간의 나노기술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추

과학기술부는 연구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진체계를 대폭 강화시킨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

지원과 함께, 정부차원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지원

계획’(2006~2015)을 수립하였다. 한국의 나노기

체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정책추진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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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이고 기존의 나노기술전문위원회의 역할

노기술 분야가 타 산업의기반이 되는 소재·재료

을 담당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4월에 ‘나노기

분야의 신시장 영역을 발굴하고 녹색 신성장 동력

술조정위원회’를 과학기술혁신본부내에 설치하였

을 육성하여 녹색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고, ‘제2기 나노기술개발종합발전계획’의 목표를

이라는 사회적, 산업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나노기술 로드

회적 책무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맵’과 ‘나노기술 산업화 전략’ 및 ‘나노기술표준화

이러한 고민을 시작으로 연구를 거듭한 결과, 나

로드맵’ 작성에 관한 정책적 노력들을 계속하기에

노기술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오염을 방지,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제거하는 친환경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

대한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우리나라에서

해 나노기술이 다음과 같은 기반기술을 제공하는

도 2003년도 (NBIT 관련)와 2005년도(나노기술)

효과가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었다.

에 이어 2006년도(나노소재)에 각각 나노기술 관
련한 영향평가보고서를 발표하여 이에 대한 적극

-나
 노기술은 개별 원자 또는 분자를 조작 제어하여 나노구

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국가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조체를 제작하기 때문에 자원손실을 최소화하고 최고의 성

대한 정부의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를

능을 구현할 수 있다.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초
 미세 상태에서 나노구조를 합성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의 극대화와 오염 발생 방지, 효과적 오염제거 등이 가능해

(3) 나노기초원천기술 중기전략 및 제3기 나노기

부산물의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술종합발전계획 수립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나

나노기술이 담당하는 위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

<표 2-3-1> 7대 중점 육성 분야
연구

분야
① 나노융합소재
② 물성평가해석
③ 안전성 평가

7
중점

④ 차세대 소자

나노
기술

⑤ 나노공정/장비
⑥ 나노 바이오
⑦ 나노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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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육성세부기술(국가그린나노기술 35)
•나노입자소재, 나노광소재, 나노환경소재 등
•그린 나노복합소재 물성계측 및 표준화 기술
•그린 나노소자 특성측정용 초고감도 광 및 질량 감지 기술
•환경친화적 나노제품 인체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
•환경독성평가 및 환경생태 안전망구축
•나노 열전소자, 그래핀 소자, 나노 안테나 소자
•저전력 고효율 차세대 나노 소자 기술 등
•친환경적 나노공정 및 설계 기술
•나노분해능 청정 가공장비 기술
•친환경 나노바이오 소재, 다기능 나노바이오 입자
•단세포 in-vivo 동력학, 그린 나노바이오 구동기
•클린연료 발굴 및 개발을 위한 나노기술 연구
•수소 및 솔라패널 등 혁신적인 에너지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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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진 각국으로 하여금 환경 문제해결 및 지속

를 담고 있다.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기술로서 나노기술의 역

교과부는 ‘나노기초·원천기술 중기전략’을 통

할이 얼마나 중대한지 정의하기에 이르도록 만들

해 국가그린나노기술(GNT, Green Nano Tech-

었고, 특히 미국은 당시 개정 중이던 ‘나노기술개

nology)을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녹색성장 및 신

발촉진법’에서 ‘녹색나노기술’이라는 명칭을 사용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5년 간 국가가 전략적으로

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

집중 투자할 친환경·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이라

이러한 세계 나노기술 동향에 따라 한국에서는

고 개념 정의하고 상기 7대 중점 육성 분야를 제시

나노기술을 활용한 실용적인 성과와 국가적 녹색

하였다. 그리고 기획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산·

성장 아젠다 달성을 위한 중기전략 수립이 요구되

학·연 의견수렴을 거쳐 35개의 국가그린나노 세

었으며, 이는 2009년에 수립된 ’나노기초·원천기

부기술을 발굴하였으며, 2010년도 나노소재기술

술 중기전략‘으로 가시화되었다.

개발사업의 신규 과제 선정 시부터 해당 과제들

‘나노기초·원천기술 중기전략’은 환경변화와
경쟁력 분석을 통한 3대분야(연구, 인프라, 성과)

중 그 연구가 시급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예산
을 지원하였다.

별 육성전략으로 「NT 7-4-3- Initiative」를 도

이와 관련하여 나노기술개발사업은 2008년까

출하여 7대 중점 육성분야, 4대 인프라 분야에 대

지는 핵심·중점 분야(연간 3억 원 내외, 3+3년

한 중점 지원을 통해 3대 성과를 달성하려는 목표

지원)와 창의·탐색분야(과제당 1억 원 내외, 총

<표 2-3-2> 4대 인프라
전략

분야

중점 구축 전략
•기능별·수요자 맞춤형 나노연구장비 서비스

① 나노시설

•나노신물질/신소재/신공정 검증평가기반 제공
•나노기술특화 플랫폼기술 개발
•나노선행공정기술개발 지원
•국제협력·공동연구 구축, 인력교류 등

② 네트워크
4

-O
 ECD WPN 등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

인

•NT Power-up 프로그램

프
라

-N
 ano Korea, 국제 나노포럼 개최 지원
-나
 노교재 편찬 및 확산 추진

- 현장 실무형 교육을 통한 산업체 맞춤형 고급인력
③ 전문인력

- 기구축 나노팹의 나노융합기술전문교육센터 지정
•e-learning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
- e-Nano School/e-Journal club 등
•나노기술인력 수급전망 및 정책연구 제도 운영

④ 제도개선

•국가나노기술정보포탈(나노넷) 운영, 나노표준

(소프트기반)

•국가나노기술정보체계, 정책연구센터 구축
•나노기술영향평가(ELSI), R&D 평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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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반적 원천기술(

활성화 방안(2010.9)‘이 국과위 운영위의 심의를

핵심·중점) 개발과 창조적 신기술(창의·탐색)을

거쳐 발표되었고, 한국의 나노기술정책 전반에 대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

한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할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선 이후 나노기술의 진취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부

가 설립되었다.

가적으로 선도·전략분야(과제당 10억 내외, 5+2

나노 인프라 특히 나노팹센터 장비 구축을 위한

년 지원)를 지원 분야에 추가하여 실용적 녹색기

예산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년간 지원되

술의 가시적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었으며, 나노종합팹센터(대전)에 국고 1,180억 원,

지원하기 시작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수원)에 국고 481억 원이 투

이에 따른 예산지원 증액의 필요성에 따라 나노

입되는 등, 전체적으로 총 4,500억 원에 달하는 사

기술개발사업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액되었으며25),

업비가 투자되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는 현재 구

2012년 현재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에 연간 총 294

축된 팹시설의 장비를 이용한 선행 공정 기술을 연

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구개발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2012년부터 추가로

그리고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나
노 4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중점 구축 전략을 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나노 인프라 활용 성과 제
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하여, 시설 정비 및 보완, 국내외 나노기술 네트

위와 같이 정부는 이러한 7대 중점기술 및 4대

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제도 개선 및 국가나노

인프라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세계 3대 나노강

기술정책센터 설립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

국 실현을 통한 발전상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가나노인프라 연계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3-3> 3대 성과
3

지표명

3대 나노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상
•미국특허 누적 출원 수

① 원천 기술 선점

(2008) 2,357건(5.3%, 4위) → (2013) 4,500(6.3%, 3위)
•SCI논문 누적 논문 수 (점유률, 세계순위)
(2008) 11,721건(5.6%, 5위) → (2013) 24,000(4위)

연구

② 전문 인력 확보

성과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2008) 9,423명 → (2013) 12,000명
•세계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2009)75% → (2013) 82%

③ 기술 수준 향상

•30개 이상 세계 최고 나노원천융합기술 창출
•세계 녹색기술 역량 5대 강국 진입 기여
(2005) 60% → (2012) 80%
•세계최고 수준위 그린나노기술(GNT) 원천기술 10개 확보

25) 나노기술개발사업 예산 변화 추이 : 86억(2007) → 99억(2008) → 150억(2009) → 251억(2010) → 265억(2011) → 294억(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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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
비전

세계 일류 나노강국 건설

목표

1

체계적인 나노 R&B 프로그램을 통해 나노기술 선도국가 진입
: 미국대비 나노기술 수준 : 75%(‘08) -> 90%(‘20)

2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창출
: 융합 및 녹색산업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나노융합원천기술 30개 이상 확보

3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사회적·윤리적 책무성 강화
: ‘20년까지나노 EHS 분야 투자 비중율 7%로 확대

4

우수 나노인력양성 및 인프라 활용 극대화
: 나노기술 핵심연구 인력 수: 5,400명(‘09) -> 20,000명(‘20)

1.
미래 사회 수요해결형
나노 기술 개발

▲ 5대 분야 30개 미래기술 중점 육성
▲ [전략] 기초,원천연구개발의 전략성 및 목적성 강화
부처간,학연산간 연계강화/상용화 기반 구축

2.
나노기술 전문 인력 양성

▲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3.
나노 인프라 운영 활성화

▲ 나노인프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4.
연구개발의 사회적·윤리적 책무
성 강화

5.
효과적 지원체제 강화

▲ 산업현장 전문인력 양성

▲ 운영체계 개선

▲ 나노 EHS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 나노 물성측정 및 평가 원천기술 확보
▲ 나노 EHS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EHS 국제연구 참여

▲ 나노분야 정부투자의 지속적 확대 부처간
▲ 국가 나노기술개발 추진체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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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과부는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은 교과부를 비롯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제3기 비전, 목표, 중점

한 관계부처의 각종 중장기계획에 대한 종합적 후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

속조치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수

획’(2011~2020)에 그 내용을 담아, 향후 10년간

립된 나노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으로는 앞서 언

범부처 나노기술의 종합 투자 방향 및 계획을 제

급한 ‘나노기초·원천기술 중기전략’을 비롯하여,

시하였다.

‘나노융합산업발전전략(2009, 교과부-지경부 공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서는 지난 2번에

동), ‘국가나노인프라 활성화방안(2010, 교과부-

걸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통한 추진 성과를

지경부 공동)‘, ‘나노물질안전관리 중장기 추진계

점검하고 국내 외 환경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

획(2009, 환경부)’, ’나노제품안전성종합계획 중장

결해 나가야할 과제들을 중점 분석하여 나노기술

기 추진계획(2010, 지경부)’등이 있었으며, 해당

이 추구해야할 새로운 비전과 도달해야할 목표점

중장기 계획 등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을 제시하였다.

내용들이 상당 부분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표 2-3-4> 발전지표 및 목표
발전지표
나노기술분야 정부 R&D투자
(정부 R&D 투자 중 비중)

투입

나노기술분야 정부 총투자 중
나노 EHS 투자 비중

2010
2,458억 원
-2009
-2.25%
3%(2009)
2,940

특허

미국특허등록건수

(1991~2009
누적)

SCI 게재 논문 수

산출
논문

SCI 논문 피인용도
(5년 주기별)

인력
양성

핵심 연구인력

2,499편
-2009
9.9
(7위)
5,400명
-2009

2020

참고

8,000억 원

시행계획기준으로

(약4%)

정부R&D투자의 4%수준으로 비중 확대

7%

시행계획기준
미국 33,466

2,000

일본 4,974

(2011~2020누적)

독일 3,289
* 1991~2009누적
최근 3년 증가율인 연평균 증가율 13% 적용

8,000편

1997년 이후 논문

13

미국(22회), 독일(16.6회), 영국(16.1회), 프랑스

(5위 이내)

(15.4회), 일본(12.7회), 이탈리아(12.5회), 한국
(9.9회), 대만(8.3회)

20,000명
1위 미국, 2위 일본,

경

나노과학기술경쟁력 (순위)

4위(2007)

3위 이내

6위 프랑스, 7위 중국

쟁
력

3위 독일, 5위 영국,
2008년 기준

나노과학기술수준

75%

90%

미국(100), 일본(88.1), 독일(79.4), 영국(74.1),

사회경제

나노관련 기업수

184개(2009)

500개

나노기술연감 기준

효과

나노관련 제품수

120개(2009)

500개

우드로 윌슨센터의 조사결과

프랑스(72.8), 중국(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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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에 담기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및 성과

이전의 종합발전계획들과는 달리 제3기 발전계
획에서는 ‘나노 안전성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교과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노·소재기술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이에

개발사업의 2012년도 사업 예산은 앞서 언급한 바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제시되었다.

있듯이 294억 원에 달하며, 이중 순수 연구개발 과

최근 들어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노물질의

제에 투입되는 금액이 224억 원에 달한다. 동 사

인체·환경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

업을 통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계속과제는 총 32

행 중이며, 향후에는 수출입 대상 나노물질의 안

개 과제(약 143억)이며, 상·하반기에 분리 공모를

전성 여부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통해 약 80억 원에 이르는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대두되면서, 나노기술 강국 진입을 표방하는 한국

지원할 예정이다.

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연구개발

이를 위해 교과부에서는 기획연구를 통해 연구

예산 중 일정부분을 나노안전성 분야에 투자할 필

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연구분야 6개의

요가 있다는 학계, 연구계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

과제를 기 공고하여 선정 과정을 진행 중이다. 하

어지기도 했다.

반기에는 최근 노벨상 수상 이후로 나노 연구분야

이에 따라 교과부에서는 나노기술 안전성과 관

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래핀(graphene) 소재

련한 과제에 대한 예산을 일부 우선 배정하여,

의 물성 연구나, 신물질 합성 연구를 비롯한 국가

2009년에 선정한 4개 과제 이외26)에 2011년 신규

목적·전략형 과제들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투

과제로 2개 를 선정하였다.(연간 10억 원, 3+2

자·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한 나노사

년 지원)

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상황이다.

27)

이렇게 수립된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2002년 이후 나노기술분야에 투자를 꾸준히 계

따라, 교과부를 중심으로 각부처의 나노기술개발

속해온 결과, 나노분야 SCI 논문, 미국특허 등의

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등을 담아 매년 ‘나노기

성과가 가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이

술발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각 부처의 나노기술

러한 수치를 통해 볼 때 이미 나노기술분야 선진국

관련 사업의 추진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의 반열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통해 나노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는 입지를 마련해

2011년 나노분야 SCI 논문 건수는 나노기술 연

나가고 있다. 그리고 당면한 나노기술의 연구성과

구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

창출 및 산업화 연계를 통한 나노기술 제품까지의

던 2000년과 비교해볼 때, 양적인 면에서 10배 이

응용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아 부처연계형 사업을

상의 성장을 거두어 세계 9위의 수준에서 현재는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중국, 미국에 이은 3위의 논문 발표국(3,334편)이

26) 2009년 선정 과제 : 호흡기 독성평가를 통한 CNT의 위해성평가 기술 개발, 생체응용 나노물질의 면역독성 및 염증유발에 관한 연구, 동위원소로 표지된 나노 입자의
개발과 수서환경에서 거동과 영향 연구, 대용량 전산모사를 통한 나노입자의 촉매반응성 최적화 기법 개발
27) 2011년 신규 과제 : 1차원 나노물질의 환경매체 내 거동 및 독성 모니터링기술개발, 나노안전성 향상을 위한 초고분해능 나노입자/생체세포 이미징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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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나노분야 SCI 논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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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주요국의 출원연도별 미국등록특허 건수와 순위(2008~2011)

순위

2008

2009

국가

건수

2010

국가

건수

2011

국가

건수

국가

건수
1,435

1

미국

4442

미국

4332

미국

3,351

미국

2

일본

804

일본

726

한국

509

일본

213

3

한국

744

한국

659

일본

459

한국

166

4

독일

524

독일

507

대만

371

독일

110

5

대만

367

대만

416

중국

298

대만

82

6

프랑스

257

중국

334

독일

219

캐나다

60

7

중국

237

프랑스

316

캐나다

144

프랑스

48

8

캐나다

216

영국

223

프랑스

139

중국

36

9

영국

203

캐나다

185

영국

87

영국

34

10

네델란드

123

이스라엘

113

스위스

48

호주

24

되었다. 또한 2000년 이후 SCI급 논문 발표 누적

으로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601건으로 세계3위

건수는 19,283건(세계 논문의 5.4% 점유)으로 세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노기

계 5위의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미국 Thom-

술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계속해서 배출해내

son사의 SCIE Data Base, 2012. 1월 기준)

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나노분야 연

한국의 나노관련 연구성과들의 미국 특허 등록

구지원에 따른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건수는 2001년 81건에서 건수와 점유율이 지속적

<표 2-3-6> 나노분야 대표 연구 성과 모음

•KAIST/홍순형 교수

•탄소나노튜브 섬유 합성기술 개발
- 자연계의 홍합 족사 구조를 본떠 탄소나노튜브를 기반으로 한 초고강도 전도성 섬유 제조 원천
기술개발에 성공
※ 「Advanced Materials」 誌 게재 (2011.5)

•성균관대학교/박성호 교수

•팔라듐 나노 스프링의 합성
- 습식화학 합성법을 통한 스프링 형태의 나노 구조체를 합성, 결정학적 구조에 따른 스프링 구조
의 팔라듐 형성 메커니즘을 제시
※ 「Nano Letters」誌 게재(2011.9)

•한국기계연구원/정소희

•고효율 광전 변환 소자 구현을 위한 나노 양자점 복합 구조체 개발
- 빛을 받아 생성된 전하/에너지 전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나노양자점 복합 구조체 개발 / 전하·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 연구
※ 「ACS Nano」誌 게재 (2011.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우 박사(나노·소재기술
개발사업)

•실리콘 나노선의 결정학적 배향 및 모폴로지 제어 원천기술 개발
- 실리콘 나노선의 도핑타입, 레벨, 결정학적 배향, 모폴로지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 종래 CVD 기반 나노선 제조의 기술적 한계 극복.
※ 「ACS Nano」誌 게재 (2011.06)

•삼성전자/정현종 박사

•그래핀을 이용한 초고속 논리소자 개발
- 그래핀을 이용하여 On/Off 비가 105에 달하는 논리소자를 개발함으로써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빠른 초고속 반도체소자 원천기술 확보
※ 「Science」誌 온라인 속보 게재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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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2008, Cientifica)~2조 9,500억 달러(2009, Lux
Research)에 이르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

가. 교과부-지경부 공동의 나노융합2020

고 있는데, 현재 나노융합분야 시장은 태동기에 있

사업의 원활한 추진

는 상황이므로, 무엇보다 나노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등을 통한 산업응용 등 구체적인 국가 전략

최근 나노기술 선진국들은 개별 나노기술 연구개

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부터 교과부-지

발 뿐만 아니라, 융합형 응용연구에 대한 투자도

경부 연계의 ‘나노융합 2020 사업’에 대한 구상이

강화하는 추세이다.

시작되었다.

미국은 태양에너지, 나노제조기술, 나노소자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나노융합 2020 사

등의 상용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 프로그램인

업’은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원천기술의

NSI(Nanotechnology Signature Initiatives)를

개발과 기존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까지

추진 중이며, 일본과 EU도 나노기술 상용화 촉진

두루 지원하기 위해 교과부/지경부가 팀플레이형

을 위해 산·학·관 연계, 민간-공공 협력을 강화

으로 총 9년간 5,130억 원을 투입·지원하는 제품

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나노

지향적 R&BD(사업화목적 연구개발)이다.

기술의 상용화, 해외 나노기술 도입, 투자 유치 등

‘나노융합 2020 사업’은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

을 위해 나노기술공사 RUSNANO를 설립(2007)

에 기반하여 나노원천기술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하고 총 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

수 있도록, 기업주도의 과제를 지원하는 부분은 지

하여 추진 중에 있다.

경부가 담당하고, 향후 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연구

2015년에 나노융합 분야 세계시장은 시장예측

개발 분야를 발굴하여 대학·연구소 주도로 해당

기관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나 2조 5000억 달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교과부가 맡

<그림 2-3-5> 나노융합2020사업 개념도

구분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성과 연계

나노융합
2020사업

대학/연구소 주도(교과)
기업주도(지경)
상용화 플랫폼 기술 연계
및 지원 분야 차별화

지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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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노기술개발 분야의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
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노융합 2020 사업‘은 기존의 국가주도형
R&D 사업과는 달리, 교과부/지경부가 연구 전문
기관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지 않고 따로 사업단
을 설립하고 사업단장을 선임하여 나노연구분야
의 동향이나, 나노산업분야의 시장 수요에 탄력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뿐만 아니
라 나노원천기술의 산업화 연계까지 원활하게 추
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단장을 임명하는 것
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사업단장이 향후
과제 선정부터 연구관리까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단 운영 역량을 길러주는 것 또한 시급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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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① 제1기,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비전과 추진목표
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7)

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2005.12)

2001-2005

2006-2010

■신기술(제품) 확보를 통한 지속성장 잠재력 확보
•5년내에 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주요인프라 구축을 완료하
고, 2010년에는 선진 5대국 기술경쟁력 확보

•2015년 선진 3대국 기술경쟁력 확보

-비
 교우위를 갖는 최소 10개 이상의 최고기술 확보
•선진각국의 기술보호장벽을 극복하고 국내기술의 토착화
■기존기술과의 연계·보완
비전

■신기술(제품) 확보를 통한 지속성장 잠재력 확보
■기존기술과의 연계 및 융합
•IT, BT, ET 등 여타 기술과의 융합 및 시너지를 통해
신기술 시장 선점

•기존기술과 연계하여 제품의 고기능, 고효율, 소형화 달성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섬유시장

•IT, BT, ET 등 여타 기술과의 상호 보완·상승 효과로 첨단

- 로봇 및 유비쿼터스 시장

기술시장 선점·분할

- 나노식품 및 의료 시장

※ 10년후 1조불 이상으로 예상되는 나노활용 IT분야에서

- 연료 및 태양전지 시장
■인간 삶의 질 향상

30%(3천억 달러)이상 시장점유

■인간 삶의 질 향상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 환경 친화적 사회 실현

•진단, 치료기술의 획기적 향상, 고도 정보통신 사회, 에너

-암 정복 및 각종 질병진단 및 치료기술 획기적 향상

지·환경문제 해법제시 등
■연구개발, 교육 및 인프라,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적 요구
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등 4대 목표 설정·추진
■연구개발, 인력양성, 시설구축의 3대 개발목표를 설정·
추진
추진

•연구개발 : 우리의 비교우위 가능기술 발굴·집중화 추진

목표

•인력양성 : 단기 및 장기 수요에 부응한 인력양성
•장비확충과 인프라 구축 : 산·학·연 공동활용이 가능한
Fab.설비 구축·운영

•연구개발 : 비교우위를 갖는 최소 30개 이상의 최고수준
의 실용화 기술 확보(나노 플래시 기억소자, 상온 탄소
나노튜브 합성기술 등)
•교육 및 공용 연구 인프라 구축 :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공영시설 등 인프라 구축
•신기술의 상품화 촉진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2014년
2조 6천억 달러 (2004, Lux Research 보고서) 세계
나노관련 시장에서 20% 수준 점유(5천억 달러)
•나노기술 영향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② 국가나노인프라 구축 현황(교과부 및 지경부)
부처

기관명

기술 분야

사업 기간

사업비

나노종합팹센터

Si 기반나노소자,

총9년

- 정부 1,180

(대전)

바이오, MEMS, 소재

02~10

- 지자체 및

총 2,900억

교육

민간 1,720

과학
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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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40억

클린룸/시설

서비스 개시일

1,533평
8“CMOS

05년 3월

일괄라인
1,000평

나노소자 특화팹

화합물반도체

총5년

-정
 부 481

센터(수원)

전자소자,광소자

03~07

-지
 자체 903

전자소자

4~6“

-민
 간 256

일괄라인

0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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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29억

940평

나노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나

총5년

- 정부 425

4“, 8“ 장비

집적센터(포항)

노 소재

04~09

- 지자체 및

전력소자

민간 704

일괄라인

나노기술
집적센터(전북)

반도체/나노
패터닝,에칭장비
개발지원

지식

총 747억

700평

총5년

- 국비 236

04~09

- 지자체 343
- 민간 등 168

경제부

총 797억
반도체/나노증착, 확산장비

총5년

- 정부 264

집적센터(광주)

개발지원

04~09

- 지자체 109
- 민간 등 424
총 491억

실용화센터(대구)

나노소재, 부품, 에너지

총 5년

- 정부 330

04~08

- 지자체 93

모듈공정위주

08년 12월

장비구축
400평

나노기술

나노융합

07년 5월

모듈공정위주

08년 1월

장비구축
클린룸, 공동분
석실,

05년 9월

시제품제작실

- 민자 68

③ 나노 인프라 기관별 장비 이용건수
나노인프라 기관별 장비 이용건수

(단위 : 건)

18000
16533

16000

15109

14000

14233

13687
12000
10099

10000

10519

나노종합팹센터

11547
11132

10237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8000

7734

7689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6000

나노융합실용화센터

4000

4117
2067

2000
0

한국나노기술원

1166
676
105
2008년

1742
609
2009년

2531
2229
1866
2010년

3174
2800
2667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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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 원천기술개발>

of the Brain)’을 선포하여 뇌신경과학 분야에 대
한 집중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이듬해인 1991년에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는 EU가 ‘유럽 뇌연구 10년(European Decade of
the Brain)’ 계획을 수립해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
하고 있고, 1993년에 일본은 21세기를 ‘뇌의 세기’

가. 정책 추진 배경

로 규정하고 1997년부터 20년 동안 30조 원을 투
인간의 뇌는 소우주라 불릴 정도로 복잡하여 신비

입하는 ‘뇌과학프로젝트(Brain Science Project)’

의 베일에 가려 있으며 뇌의 신비를 밝히는 뇌연

를 추진하고 있다.

구는 인류가 다가갈 마지막 미지의 영역으로 전문

또한 뇌에 대한 관심은 국가 차원을 넘어 선진

가들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를 뇌의 시대

7개국 모임인 G7에서 추진하는 HFSP(Human

(Century of the brain)로 전망하고 있다.

Frontier Science Program)에서도 핵심과제로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들은 뇌연구의 중

분류되고 있다.

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최근에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성 뇌질환 치

제시하여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경쟁을 가

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뇌연구에 대한 관심과

속화하고 있다. 1990년 미국은 ‘뇌의 10년(Decade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뇌기반 융합연구

<그림 2-3-6> 뇌연구촉진 정책 변화

뇌 연구개발 R&D 활성화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수정

•뇌신경생물사업단(과기부)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뇌연구

•뇌의약사업단(복지부)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뇌신경정보사업단(과기부)

정책의 기본틀 확립

‘98.5
뇌연구촉진법 제정

‘99.7

‘01.12

뇌 프론티어사업단 출범

•국가 대형 장기 프로젝트
- 10년간(ʼ03~ʼ13)
1,350억 투입

‘0.3

‘07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수립
(1998~2007)
•뇌연구의 핵심 기초기술 확보

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
(2008~2017)

•R&D 주체별 기술역량 강화
•뇌연구 기초연구 기반조성

•R&D 핵심역량 강화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산학연 협력 및 인프라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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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래 신산업 창출의 기반으로 각광받고 있다.

보사업단 및 뇌신경생물사업단을 주축으로 태동
하였고, 2003년에는 국가 대형프로젝트인 21세기

나. 도입 경과

프론티어사업의 하나로 ‘뇌기능활용 및 뇌질환치
료기술개발사업단’이 출범하여 2013년에 종료될

우리나라는 1998년에 ‘뇌연구 촉진법’을 제정함으

예정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뇌과학원천기술개

로써 국가 차원에서 뇌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

발사업은 국내의 대표적 뇌연구 R&D로 뇌관련 기

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국내 뇌연구

초·원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에

환경조성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제1차 뇌연구

한국뇌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본원

촉진기본계획(1998~2007)’을 수립하였고, 현재

건물은 2014년에 완공예정이다.

는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2008~2017)’를 수
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동 기본계획에 근
거한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을 통해 정부 부처별 연

2. 주요 내용 및 성과

구개발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

(1) 중점 추진방향 및 실천과제

획(577 Initiative)ʼ의 7대 중점투자 분야 50대 중

제1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은 ‘연구기반 조성’을 위

점육성기술에 ‘뇌과학 연구 및 뇌질환 진단·치료

한 핵심기초기술 확보, R&D 주체별 기술역량 강

기술’이 포함되었다.

화, 기초연구 기반조성에 방향을 두었으나, 제2차

한편 뇌연구 R&D는 1998년 과기부의 뇌신경정

뇌연구촉진기본계획에서는 ‘원천기술 확보ʼ를 위

<그림 2-3-7> 뇌연구 3대 추진전략 및 7개 실천과제
1. R&D 핵심역량 강화

1. 역량강화를 통한 원천기술의 선점
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
3.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 확대

2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3 산학연 협력 및 인프라 기반구축

1 전주기적 R&B 체제강화

1 연구개발 자원연계 및 협력 활성화

2 국가 뇌연구 전문기관 구축

2 역량제고를 위한 인프라 기반 강화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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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R&D 핵심역량 강화,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2) 연구개발 투자 현황

산학연 협력 및 인프라 확충의 3대 추진방향을 제

정부의 R&D 예산 대비 뇌연구분야에 대한 투자

시하고 있다.

비중은 평균 0.45%에 정체되어 있으나, 뇌연구 예

R&D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유망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산에 대한 절대적 규모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개발을 추진하고, 뇌분야 및 이종기술 간 다학제·

2011년도 정부부처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총 투

융합연구를 강화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자액 68,462백만 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61.6%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과 국제공동연구 및 협

(42,133백만 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

2.2%(1,527백만 원), 보건복지부 21.1%(14,440백

개발 시스템 혁신 관련, 전주기적인 R&D 체계를

만 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5.1%(10,362백만 원)

강화하고 국내 뇌연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국가

순으로 투자하고 있다.

뇌연구 전문기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뇌연구 분야별로는 뇌신경계 질환 분야에 49.2%

산학연 협력 및 인프라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고

인 33,669백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뒤이어 뇌신

가장비 공동활용 및 자원연계, 연구수행 주체 간

경생물 17.7%, 뇌신경정보 및 뇌공학 13.5%, 뇌인

협력 활성화, 민간 참여 확대 등의 세부과제를 제

지 11%, 뇌융합 7.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하고 있다.

<표 2-3-7> 정부의 뇌연구 투자 추이 (2008~2011)
(단위 : 억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계

뇌연구

493

560

630

685

2,368

(비중)

0.45%

0.45%

0.46%

0.46%

0.45%

국가전체 R&D

110,784

123,437

137,014

148,902

520,137

<표 2-3-8> 정부의 뇌연구 투자실적 (2011)
(단위 : 백만 원)

2011년 예산

구분
부처명
교육과학기술부

뇌신경생물

뇌인지

뇌신경계질환

뇌신경 정보
및 뇌공학

뇌융합

기타

계

11,481

5,413

16,120

4,686

3,703

730

42,133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

-

14,440

1,527

-

-

1,527

-

-

-

14,440

출연연구기관

612

2,092

3,109

3,062

1,487

-

10,362

총계

12,093

7,505

33,669

9,275

5,190

730

68,462

※ 자료 출처 : 2012년도 뇌연구촉진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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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정부의 뇌연구 투자 성과 (2008~2010)
SCI
구분

특허 (건)

IF 20

IF 10

이상

이상

4

5

519

2008

게재건

국내

석·박사
배출

국외

출원

등록

출원

등록

(명)

93

49

42

6

732
200

2009

1

9

465

69

23

50

3

2010

1

9

719

112

32

41

21

518

계

6

23

1,703

274

104

133

30

1,450

(3) 최근 3년간 주요 성과
정부의 뇌연구 분야 투자에 따른 주요 성과를 살펴
보면, 우선 SCI 논문이 2008년 대비 38.5% 증가
하였고, 특허 성과도 양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상
승세를 보이고 있다.

3. 향후 과제
뇌연구분야 G7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뇌연구 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뇌연구 주체 및 부처 간 역할분담 체계 확립 및 뇌
연구 투자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뇌연구사업의 획기적 확대,
타 사업과 차별화된 뇌분야 신규 연구사업의 지속
적 발굴, 한국뇌연구원 육성, 우수 연구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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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뇌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 뇌연구의 개념
●뇌
 의

구조 및 기능, 발생·발달과정 등을 이해하고 뇌치료·보호, 뇌계발, 뇌기능 모방시스템 등에

활용하는 연구

■ 뇌연구의 중요성
●뇌
 분야는

인류최후의 연구영역으로서 원천지식의 보고

●뇌
 연구는

고령사회의 국민복지에 직결

* 국내 치매 환자는 9.5만명이고 이로 인한 비용은 49.5조원(2011)
●뇌
 과학과

IT, BT, NT간 융합은 미래신산업의 기반

* BCI(Brain Computer interface)는 장애인 재활, 인간형 로봇, 인공 뇌·신경·눈, 입는 컴퓨터 등의 핵심 기반기술
●두
 뇌경쟁시대(Soft

Economy)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

뇌구조·기능 이해
뇌발생·발달 이해

활용분야

뇌질환 치료(진단·예방)

·뇌인지 과학
·뇌 신경 과학등

뇌 기초 연구

뇌기능 모방·활용

연구인프라

뇌능력 증진·계발

• 뇌영상장비
(MRI,PET)
•전자현미경등

응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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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BMI (Brain Machine Interface)

•뇌기능 센서조절

•파킨스병

•BCI (Brain Computer Interface)

•뇌기반 집중력 향상

•뇌졸증

•인공 와우[귀]

•우울증

•인공 눈

•간질

•입는 컴퓨터

•정신질환

•인공 두뇌

•인지능력 향상 기술

•뇌발달

•인간형 로봇

•뇌기반 교육 컨텐츠

•장애구축

•장애 재활장치

프로그램
•학습 및 정서장애
치료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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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료기술개발>

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로, 고령
화 및 인구 증가 등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1. 정책추진 배경 및 도입 경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 분
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

가. 정책 추진 배경

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써 생명공학

(1) 개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심화와 함께, 가까운 미래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에 바이오 기술·산업이 경제활동 전반에 변화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가져오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 GPT)로서의 정보통신기술을 대체하고, 바

(2) 추진배경 및 법적근거

이오 기술이 경제적 산출량의 상당부분에 기여하

정부 차원의 생명공학 육성은 1982년 과학기술부

고 있는 바이오경제(Bioeconomy) 시대28)가 도래

에서 생명공학을 핵심전략기술로 선정하여 특정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1983년 「유전공학육성

특히 바이오 기술(BT: Bio Technology)은 삶

법」(現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생

의 질 향상(보건의료, 식량 등)에 대한 인류의 욕

명공학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

<그림 2-3-8> BT분야 중점추진방향의 변화

연구기반조성 제1차 기본계획
(‘94~)

제1차 기본계획 연구기반 조성
(Catch-up)

원천기술 확보/산업인프라구축
제2차 기본계획 (‘07~)

성과분석

환경변화

핵심분야 산업화 달성 및 경쟁력
유지 제3차 기본계획 (‘17~)

제2차 기본계획 원천기술확보
/산업인프라 구축(Leading)

·추진체제 확립

·조화롭고 혁신적인 Bio Korea

·창의적 연구개발의 저변 확대

·원천 + 융합기술이 강한 Bio Korea

·기술개발 주체와 지원시스템 육성

·세계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Bio Korea

·제도적 뒷받침

·생명을 존중하는 Bio Korea

28) “The Bioeconomy to 2030 - designing a policy agenda" OEC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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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85년 동법을 기반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창의적 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제도적 뒷

(KIST) 부설 “유전공학센터”(現 “한국생명공학연

받침 등을 통한 연구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제2

구원”)를 설립하여 생명공학의 본격적 육성·지원

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

을 시작하였다.

지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로 가기 위한 인프

또한 생명공학육성법을 근거로 생명공학 연구개

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뇌연구

발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계획인 제1차 생명

촉진기본계획(2008~2017), 줄기세포 연구활성

공학육성기본계획(1994∼2007)이 1994년에 마련

화방안(2010~2015),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

되었고, 지난 2006년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011~2020) 등 세부연구분야별 기본계획 등을

에 이어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2016)

수립하였으며,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21세

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도에 2단계 계획을 수립

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바이오신약장기사업 등

하였다.

의 연구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지원을 추진하

나아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생명공학 세부

고 있다.

연구 분야별로 법적인 근거가 속속 마련되었다.
1998년 「뇌연구촉진법」, 2004년 「생명윤리 및 안
전에 관한 법률」, 2009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

2. 주요내용 및 성과

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분야별 연구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였다.

가. 연구개발 투자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위에서 설명한 법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 BT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 추이

전반적인 생명공학 분야에 대하여 전략적인 연구

BT 분야에 대한 투자를 살펴보면, 2011년도에 2

투자를 진행해오고 있다. 매년 수립되는 생명공학

조 5,808억 원으로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서 차지

육성시행계획,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 및 뇌연구

하는 비중은 19.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대비

촉진시행계획 등은 범부처 차원의 전년도 연구성

11.0%(2,556억 원) 증가한 액수이다. 최근의 추이

과와 당해연도 계획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연구투

를 살펴보면, 2008년을 기점으로 BT 분야에 대한

자를 위해 마련되고 있다.

투자액이 IT분야에 근접하였고, BT 분야는 최근 3
년간 6T 기술 중 투자비중이 2009년 17.7%, 2010

나. 도입경과

년 18.6%, 2011년 19.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1) 추진경과
1994년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통하여

29) 연구개발단계 중 기타를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비중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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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0> BT분야 투자 추이(2009~2011년)
(단위 : 억 원)

2009년

6T
BT

2010년

2011년

증감

금액

비중(%)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B-A

%

20,112

17.7

23,252

18.6

25,808

19.0

2,556

11.0

※ 출처 :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그림 2-3-9> 6T별 투자 추이(2009~2011년)
2009

2010

2011

(억원)
30,000
26,468

25,000

23,571
20,804

23,808
23,252

22,533
21,873

20,112

20,000

18,052

15,000
10,000

8,806
6,846

5,000

7,015

5,947 6,415
5,735
825 1,071 1,148

0
IT

BT

ET

ST

NT

CT

※ 출처: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부처별·연구개발 단계별 투자현황

육과학기술부가 각각 6,540억 원, 1,750억 원으로

2011년도 BT 분야에 대한 부처별 투자현황을 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9,553억원으로 전체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

BT 분야의 37.0%를 투자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

에서 1,661억 원,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서 1,167

는 6,359억 원(24.6%), 지식경제부 4,946억 원

억원으로 BT 분야 기초연구 역량강화 및 개인연

(19.1%), 보건복지부 3,628억 원(14.0%) 순으로 투

구자 지원을 위해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

자가 이루어졌다. 연구개발 단계별로 살펴보면 기

며, BT 분야 융합원천기술개발을 위해 바이오·

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에 각각 39.0%(9,783

의료기술개발에서 1,010억 원을 비롯하여 첨단융

억 원), 5,104억 원(19.8%), 6,337억 원(24.6%)이

합기술개발사업에서 435억 원, 21세기프론티어연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및 응용연구는 교

구개발사업에 336억 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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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1> 부처별 생명공학 투자실적(200~2011년)
(단위 : 백만 원, %)

2009년

2010년

2011년

구 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육과학기술부

723,337

35.9%

846,805

36.4%

955,322

37.0%

농림수산식품부

482,407

23.9%

570,253

24.5%

635,960

24.6%

지식경제부

403,746

20.0%

446,227

19.1%

494,647

19.1%

보건복지부

318,154

15.8%

353,672

15.2%

362,783

14.0%

환    경    부

18,059

0.8%

23,780

1.0%

42,058

1.6%

국토해양부

16,528

0.8%

26,998

1.1%

29,211

1.1%

기타 부처·청

48,946

2.8%

57,507

2.7%

60,866

2.6%

총계

2,011,177

100.0%

2,325,242

100.0%

2,580,847

100.0%

* 농림수산식품부(농진청 포함),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포함), 보건복지부(식약청 포함)
※ 출처 :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국가과학기술위원회)

<표 2-3-12> BT분야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2011년)
(단위 : 백만 원)

교과부

국토부 농식품부

농진청

653,990

11,719

32,371

106,390

0

175,024

12,893

46,359

73,135

59,155

3,639

70,531

기타

67,154

960

합계

955,323

29,211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

문광부 방사청

복지부

산림청 방재청 식약청

중기청

지경부

485

59,328

19,216

0

0

664

110,749

14,503

66,933

1,000

0

90,580

40,898

199,342

0

0

190,159

445,800 1,000

1,149

행안부 환경부

총합계

16,749

49

60,422

115

17,448

978,282

0

8,660

415

66,005

101

1,878

510,386

17,895

560

4,445

76,477

238,532

874

3,053

633,674

47,015

5,453

0

25,258

0

52,747

0

19,679

458,506

307,672

57,067

560

55,112

76,941

417,706

1,090 42,058 2,580,848

※ 출처 :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기관의 BT 연구비 지원은 한국생명공학연구

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투자현황

원 659억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43억 원, 한

및 성과

국한의학연구원 254억 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나
타났다.

(1) 연도별 투자현황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바이오 경제시대의
본격 도래 전망에 따라 바이오 및 첨단의료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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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 핵심원
천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연도별
투자실적은 2008년 65,500백만 원 대비 2012년
130,140백만 원으로 5년 사이 사업비가 약 99%
증액되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바이오분야의 미
래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간 연
계 및 조정을 통해 사업구조의 효율화 및 관리체
계의 선진화를 꾸준히 도모하여 원천기술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2-3-13>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투자실적
                                                            (단위 : 백만 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비

65,500

64,000

76,890

101,080*

130,140**

* 과목구조 개편에 따라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내 바이오분야(89,090백만 원)’와 ’바이오신약장기사업(12,000백만 원)’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
** 연구소재지원사업(5,720백만 원)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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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록 등 참고자료
(1) 주요 연구개발 성과
■ 논문성과
•한국과학기술원/이상엽
•시스템 생명공학 활용, 최고 수율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발린 생산 균
주 개발
-세
 계최초로 전사체 분석을 통하여 발굴한 타겟 유전자의 적합한 발현 수준을 가
상세포 시스템으로 예측
※ 「PNAS 誌 게재(2007.4)」

•한국과학기술원/한용만
•배아줄기세포의 자가재생산기전 규명
-생
 쥐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스타틴의 작용기전 분석, 배아줄기세포주의 자
가재생산조절기전 규명
※ 「Stem Cells 誌 게재(2007)」

•경희대학교/손영숙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의 촉진인자(substance-P)로서의 새로운 역할
규명 및 손상치유 효과 입증
-혈
 중으로 투여한 촉진인자(substance-P)는 골수 내줄기세포 표면에 부착하고, 이
를 혈중으로 유리시킴을 규명
※ 「Nature Medicine 誌 게제 IF:26 (‘08)」

•연세대학교/김영준
•유전자발현의 변이에 누클레오좀 선호 서열의 역할 규명
-크
 로마틴(세포의 핵속에 존재하는 DNA 단백질 복합체)의 조절이 전사조절의 핵
심기작임을 규명
※ 「Nat Genet. 誌 게재, IF:34 (2008)」
* 누클레오좀 : 염색체의 기본 단위로 히스톤과 DNA복합체
전사 : DNA로부터 RNA를 생성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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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조광현
•심근비대 발생메커니즘 일부 규명
-시
 스템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CaN/NFAT 신호전달경로가 스트레스의 세기에 따
라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조절 된다는 사실을 세계최초 규명
※「Cell Signal誌 게재(2008.6)」

•한국과학기술원/김진우
•노인성 망막퇴행 억제 기전 규명
-망
 막색소상피세포 내 유전자(PTEN)의 상실 또는 단백질(PTEN)의 불활성화가 노
인성 망막퇴행질환의 핵심 기전이라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
※「Genes & Development 誌 발표(2008.11)」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염영일
•암 억제작용을 하는 항암성 물질의 신호 전달체계가 간암에서 오히려
암을 촉진하게 되는 작용원리를 규명
-형
 질전환성장인자(TGFβ)가 암억제유전자(TTP)의 발현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독
특한 모양의 분자스위치(CpG 스위치)가 존재함을 발견
※ 「Gastroenterology誌 게제, (2010)」

•충북대학교/장수익
•세포내 산화질소(NO) 농도의 실시간 측정 기술 개발
-신
 생혈관형성(angiogenesis) 작용기작에 중요한 조절인자로 작용하는 산화질
소(NO)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다중마이크로전극어레이(Mutiple
Microelectode Array)를 이용하여 개발
※ 「Biochemistry」誌 게재(2010.04)

•한국과학기술원/박제균
•개인 맞춤형 항암치료 원천기반기술 개발
-극
 소량의 암 조직으로 다양한 암 판별 물질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미세유체기
술을 이용한 면역조직화학법과 랩온어칩 기술 개발
※ 「PLoS ONE」誌 게재(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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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이갑열
•사이토카인(Th2) 조절부위(LCR)에 의한 천식의 병리기작 규명
-사
 이토카인 조절부위(Th2 LCR)가 사이토카인(Th2)의 발현과 크로마틴 리모델링
을 통해 천식의 병리기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규명
※ 「PNAS 誌 게재(‘10.05)」
* 사이토카인 : 신체의 방어체계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신호물질

•포항공과대학교/장승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단백질합성과정(transltaion)이 일어나는 기작의
규명
- 단백질(eIF2A)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단백질합성과정(translation)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고 새로운 단백질합성과정의 시작(translation initiation)기작 설명
※ 「EMBO Journal 誌 게재 (2011.05)」

•서울대학교/김효수
•혈구세포 삼차원배양을 통한 체외 조혈모-줄기세포 증식 니쉬 형성
기법 개발
-세
 계 최초로 혈구세포 삼차원 배양기법을 확립하고, 체외에서 조혈모 줄기세포 증
식 기술을 개발하고, 줄기세포 니쉬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자가 유래의 혈액질
환 치료의 원천기술을 제시함
※ 「Cell Research 誌 (Impact Factor = 9.417)」게재 (2011.04)

•경북대학교/배재성
•알츠하이머 질환의 내인성 접근의 줄기세포 치료법 개발
-직
 접적인 외인성 줄기세포 이식이 아닌 골수내 존재하는 줄기세포를 손상된 알
츠하이머 뇌로 이주시켜 면역반응의 활성화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치료법을 개
발함
※ 「Stem Cells」誌 게재 (2011.07)

•연세대학교/허용민
•자성나노벡터를 이용한 중간엽줄기세포에 표지 및 유전자를 주입하
여 생체 내 자기공명영상 추적시스템 구축
-신
 규 개발된 자성나노벡터를 통한 고민감도 신규 나노 줄기세포 표지자 (magnetic
nanovector)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생체 내 자기공명영상
시스템을 구축함
※ 「 Biomaterials 」誌 게재,(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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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김형진
•VDUP1 유전자의 위암발생 억제효과 규명
-헬
 리코박터균에 의해 발생하는 위암에 있어서 VDUP1 유전자가 암 발생 억제 효
과 규명
※ 「Gut 誌 게제, (2012. 1)」
* VDUP1: 비타민 D 조절단백질

■ 특허성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은성
•생체세포/조직 무표지 비선형광학 적외선 이미징 기술개발
-중
 적외선과 가시광선을 혼합한 비선형광학 현상을 이용해 기존 상용 적외선 현미
경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고분해능으로 살아있는 세포의 분자진동 이미지를 얻음
※ 미국특허등록(등록번호 7,667,848 B2)(2010.02)

•이화여자대학교/김대기
•암전이 및 섬유증 억제 신약후보물질 개발
-형
 질전환성장인자(TGF-β) type 1 수용체를 억제하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여
미국에 특허출원
※ 「미국특허출원(2010.06)」

•광주과학기술원/신상모
•초음파의 흡수 특성을 이용한 암세포 진단
-유
 방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초음파 흡수가 높고, 초음파전달속도가 높은 사
실을 발견
※ 특허등록번호-0983623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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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노상호
•새로운 오일없는 수정란 배양 시스템 개발
-세
 포의 전능성 유지에 관련된 유전자(Oct4) 및 성장관련인자(Igf)의 발현이 증가
되어 배아줄기세포(모든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 생산효
율을 높일 수 있음
※ 「국내특허등록(등록번호 10-0793680)」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태걸
•이차이온질량분석법을 이용한 골드나노입자-펩타이드 칩 기반 효소
활성도 및 억제효과 측정기술 개발
-신
 약후보물질 스크리닝에 사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로서, 골드 나노입자에 펩타
이드를 결합시킨 나노구조체와 효소의 on-chip 반응 후에 변화하는 펩타이드의
질량변화를 비행시간-이차이온질량분석법 (TOF-SIMS)으로 민감하게 측정함으
로써, 효소의 활성도 및 활성을 억제하는 제어제의 효과를 무표지로 측정가능한
기술을 개발함
※ 미국특허등록(등록번호 7,951,572 A1)(2011.05)

•단국대학교/정선주
•RNA 압타머 구조분석을 통한 β-catenin-RNA 결합 특이성 규명 및
항암제 선구물질로의 개발
-β
 -Catenin 및 TCF에 결합하는 RNA 압타머의 구조 분석을 통하여 특이적 인지
서열을 밝히고, β-catenin에 결합하는 암세포내 RNA를 발굴하여 항암제 선구물
질로의 작용 기전을 규명함
※ 미국특허등록(등록번호 7,999,089 B1)(2011.8)

•건국대학교/조쌍구
•역분화 만능 줄기세포의 증식능 및 분화능 개선용 조성물 개발
- 역분화 만능 줄기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물질을 개발함
※ 「국내등록번호 10-1075974」(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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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서강대학교/최정우
•단백질 고정화를 위한 단백질 칩 기판 제조
- 보체 1q(Complement 1q, C1q)를 이용한 단백질 칩 검출방법
-한
 번에 수백개의 면역반응 유무와 반응의 정도를 감지해 낼 수 있는 단백질 칩
검출방법
※ 「JBS International」기술이전 (‘08.09)

•한국생명공학연구원/허광래
•균주 제조 및 Affymetirx칩 기반의 약물작용점 탐색시스템 개발
-국
 제공동연구(7개국/25개 팀) 수행으로 Science 및 PNAS 등 SCI 논문 10편 이상
등재 및 산업적으로 (주)바이오니아에 기술이전을 통하여 균주 매출 백만불 달성
※ 「(주)바이오니아」기술이전 5억 원(2008.12)

•서울대학교/이지희
•알츠하이머병의 새로운 신약후보물질 개발
-베
 타아밀로이드가 뇌안으로 수송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을 근본적
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약후보물질(RAGE 길항제) 개발
※ 「로슈 기술이전 2.9억 달러(2010.01)」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김용주
•그람음성균에 효과적인 새로운 ‘세파로스포린 유도체’ 개발
-레
 고켐에서 개발중인 항생제(세파계)의 우수한 약효에 해외대형제약사인 아스트
라제네카에서 관심을 보여 MTA를 체결하고 직접 약효검증을 하기로 함
※「MTA(물질이전계약) 체결(2011.05)」
* 그람음성균:대장균, 살모넬라, 이질균 등 내독성을 생산하는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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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삼성서울병원/방사익
•아디포셀 사업화
-세
 계 최초 분화된 지방세포치료제의 상품화 성공으로 인하여 국내 세포치료제 시
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매출액 6,020만원(2008.6~2008.12)」

■ 기타성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정숙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관리 운영 체계 정립
- ISO표준경영 시스템에 따라 생물자원 수탁, 보존관리 및 분양지원 절차 정립
-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정보 관리 및 NTIS 연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상혁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시스템(http://www.biodata.kr)을 구축·운영
- NTIS와의 정보연계를 통한 데이터 등록 및 검증

•서울대학교/김희찬
•유헬스케어서비스용 다기능 플랫폼장치 개발 및 기술이전
-응
 급 의료 환경 및 모바일 의료 환경에서 활용가능한 유헬스케어 다기능 플랫
폼 장치 개발
※ 서울1339응급의료센터와 소방청과 공동시범서비스 운영(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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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 구축
및 체계적 관리>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국가보다 더 빠른 계
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고성능컴퓨터 개발에 많
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예로, 미국은 국가
경쟁력위원회 8대 분야 중 하나로,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들보다 계산능력에서 앞서

가. 정책 추진 배경

야 한다’는 취지로 ‘세계최고 초고성능컴퓨팅 역량’
오늘날 과학기술은 ‘생각의 속도와 같다’는 말이

을 선정하고, 관련 법률인 고성능컴퓨팅법의 제·

있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빨리

개정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발전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

우리나라 역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7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그룹 보다 신속한 움

년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전략 공개토론회’를

직임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에서 대표적인 신속한

개최하였으며, 과학기술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

움직임은 빠른 계산능력이다.

야의 국민여론을 수렴하였다.

빠른 계산능력은 과학에서는 우수한 연구성과,

이를 통해 정부는 초고성능컴퓨터에 대한 지원

산업에서는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어

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확인하였

있으며, 이는 개인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경

고,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전 세계는 자국의

또한 정부는 범부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본

<그림 2-3-10>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분야

응용 과학/공학, 거대/도전
문제의 즉각적 해답
과학기술
혁신

제품개발시간 단축,
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

산업
경쟁력 강화

지구환경문제, 자연재해,
기상이변의 예측 및 지구온난화,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월경성 문제 해결에 활용 확대

국방 분야, 식량, 에너지,
물 부족 등 국가 안위 문제
활용 확대 추세

국가
위기관리

초고성능컴퓨팅은 국가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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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을 통해 초고성능컴퓨터가 국가경제 발

(다) 국가위기 관리

전,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위기 관리 등 국가존

초고성능컴퓨터는 국방은 물론, 기후·식량·에

립과 번영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 활용될 수

너지·방재 및 녹색성장 등 국가안보와 공공사회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야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오
클라호마 대학은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여 폭

(가) 국가경제 발전

우의 진로와 강도를 6시간 전에 미리 예측하는 시

우선 초고성능컴퓨터는 제품설계, 신약개발 등 다

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간 14조원 이상

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신약개발을 위해

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고 있고 한다.

서는 성분과 구조를 다르게 한 수십만 개의 화합물

또한 일본은 어스(earth)시뮬레이터를 구축·

을 만들고, 다음으로 이 화합물이 인체의 단백질과

이용하여 재해 지역 및 피해 규모를 예측한 다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민을 대피시키거나 각종 구호장비를 보내는 등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 대응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빠른 계산능력을 가진 대형 컴퓨터가 필수적이다.
이때 초고성능컴퓨터의 빠른 계산능력을 이용한

(라) 과학기술 혁신

다면 계산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대폭

초고성능컴퓨터는 지구 및 우주 연구, 극한 환경

절감할 수 있다.

및 대규모의 기초연구 등 그 동안 불가능했던 연

또한 초고성능컴퓨터는 문화산업에도 광범위하
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고성능컴퓨터를

구를 가능케 함으로써, 과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활용하여 입체영상을 제작한다면 일반 컴퓨터로

과학기술은 생각의 속도로 발전한다는 말이 있

작업한 것 보다 90% 이상의 시간을 감축 할 수

을 만큼 매우 빠르게 발전하며, 이러한 발전 경

있다

쟁 속에서 선도적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초고성
능컴퓨터의 활용과 육성이 필수적 요소가 되어가

(나) 삶의 질 향상

고 있다.

초고성능컴퓨터의 시뮬레이션 기능은 현대인의

이로 인해, 최근 과학기술 선진국과 과학기술

건강한 생활 또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선진국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앞 다투어 초

유전자 해석, 뇌 과학 연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성능컴퓨터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

먼저, 전자현미경으로 병원균이 인간 세포에 침투

하고 있다.

하는 과정과 질병이 진행되고 전염되는 과정 등을
촬영한다. 그 다음, 초고성능컴퓨터의 시뮬레이션

나. 도입 경과

기능을 이용하여 질병이 왜 발생하고 어떠한 상황
에서 전파되는지에 대해 규명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욱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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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9.

09. 15 : 제284회 정기국회 발의(대표 정

두언의원, 18인 공동)
●2
 009.10~12

: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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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국가슈퍼컴퓨팅 육성 토론회 포스터 및 행사 장면

<그림 2-3-12> 국가경쟁력과 슈퍼컴퓨팅 강연회 포스터 및 주제발표 장면

●2
 010.02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육성토론회 개최

(정두언 의원 주최)
●2
 010.06

: ‘국가경쟁력과 초고성능컴퓨팅 강연

●2
 011.12.08

: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3354호)

●2
 012.12.14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회ʼ개최(정두언 의원 주최)
●2
 010.09~11

: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 상정 및 법

안 공청회 개최
●2
 011.03

2.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및 전

체회의 수정의결

(1)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관련법 제정

●2
 011.04.29

: 국회 본회의 의결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1년

●2
 011.06.07

: 법률 제정(법률 제10770호)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 법률명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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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에서는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을 위

(2)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공동 관리·활용 체제

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육성시책에 관련된 세

구축

부내용과 절차 등 시행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고성능컴퓨팅 위원회, 실무위원회, 국가초고성능

규정되어 있는 국가적 미션 수행을 위해 국가초고

컴퓨팅 센터 등 추진체계의 설치·설립·지정 등

성능컴퓨팅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하여 부처 간

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에 산재되어 있는 초고성능컴퓨터 인프라를 통합

또한 초고성능컴퓨터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과

관리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하여 인력양성, 연구망 구축·운영·활용, 데

이를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위원회 및 실

이터 수집 관리 등 제반 시설 마련과, 수집된 자료

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

들 및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에 대한 공동활용·산

야별 기술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자문회의 등을 개

업체 지원 및 국제 협력 등 활용의 활성화와 관련

최하였다.

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
 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2011.6.7.)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교과부 장관) 등 민관위원 20명 이내
-실
 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교과부 차관) 등 민관위원 20

-국
 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명 이내

정(2011.12.8)
-국
 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해 범부처 활용 현

제정(2011.12.8)

<그림 2-3-13>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추진 체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기본계획 심의/확정)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의견 수렴

협의

일반국민, 관련전문가 등

교육과학기술부
(기본계획 수립 총괄)
관련부처

KISTI

(기재부 등 9개 부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기재부, 국방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청, 기상청, 국과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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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장면

황 및 해외 선진국가의 정책 등을 검토하여 우리

개발역량 확보 및 산업화 토대 마련의 3대 전략 및

나라의 특성 및 세계적 추세를 선도해 나갈 수 있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초고

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성능컴퓨팅의 역할 확대, 산업혁신 강화, 응용 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은 과학기
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인 초

비스 확대, 자원 확보, 전문인력 육성 등이 포함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고성능 컴퓨터를 국가차원에서 중점 육성하기 위

정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한 초고성능컴퓨팅

한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2월부터 산·학·연 전

육성 정책을 충실이 이행하여 첨단 과학기술 응용

문가 협의, 전문기관 기획연구 및 토론회 등을 통

연구, 국가 안보, 산업생산성, 삶의 질과 건강, 생

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부 등 10개 관계 부

태계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고성능컴퓨터

처 및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

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

련되었다.

들어 나갈 것이다.

‘초고성능컴퓨팅 세계 7대 강국 실현’이라는 비
전 달성을 위해 신규수요 창출을 통한 초고성능컴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 추진 경과

퓨팅 활용 확대, 세계 TOP10 수준의 초고성능컴

●2
 011.06.07 : 「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및육성에

퓨팅 서비스 기반 구축, 독자적 초고성능 컴퓨팅

관한법률」 제정(대통령령 제23354호)

<그림 2-3-15>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위원회, 실무위원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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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2.02.~10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
●2
 012.11.06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

획 토론회 개최
●2
 012.11.23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실무위원회 개최
●2
 012.12.04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위원회 개최

3. 향후 과제
앞서 기술하였듯이 미국은 다양한 고성능컴퓨팅
관련법30)의 제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국가차원에
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
계 70~90위권의 초고성능컴퓨터를 한국과학기
술정보연구원(1대)과 기상청(2대)이 보유하고 있
으나, 배정된 초고성능컴퓨터 국가예산은 대부분
이들 장비의 관리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열악
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국
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
년 범부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명시한 신규수요 창출을
통한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확대, 세계 TOP10 수
준의 초고성능컴퓨팅 서비스 기반 구축, 독자적 초
고성능컴퓨팅 개발역량 확보 및 산업화 토대 마련
등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10대 세부 실천과제 및
연구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30) 고성능컴퓨팅법(High Performance Computing Act, 1991), 고성능컴퓨팅부흥법(High Performance Computing Revitalization of 2004), 에너지성(DOE) 최첨단컴퓨팅부
흥법(High End Computing Revitalization o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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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터와 국내 초고성능컴퓨터 성능 비교(2012년 11월 기준)
순위

이름

보유연구소

국가

최대실측지(TFlops*)

1

Titan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미국

17,590

2

Sequoia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미국

16,325

3

K computer

일본이화학연구소(RIKEN)

일본

10,510

4

Mira

아르곤국립연구소

미국

8,162

5

JUQUEEN

포르슁젠트룸 율리히 연구센터(FZJ)

독일

4,141

6

SuperMUC

라이프니츠 전산센터

독일

2,897

7

Stampede

택사스 슈퍼컴퓨팅센터

미국

2,660

8

Tianhe-1A

텐진국가슈퍼컴퓨팅센터

중국

2,566

9

Fermi

CINECA

이탈리아

1,725

10

DARPA Trial Subset

IBM

미국

1,515

11

Curie thin nodes

CEA/초거대 계산센터- 국립집중계산 거대시설

프랑스

1,359

12

Nebulae

심천국가슈퍼컴퓨팅센터 (NSCS)

중국

1,271

13

Yellowstone

미국기상연구소

미국

1,258

14

Pleiades

미항공우주국

미국

1,243

일본

1,237
316

15

Helios

일본국제공동연구
(국제핵융합에너지연구센터, 유럽연합(F4E))

78

Haeon

기상청

한국

79

Haedam

기상청

한국

316

90

TachyonI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

275

277

Chundoong

서울대학교

한국

107

* TFlops(Tera Flops) : 초당 1조번의 연산 수행 속도

■국
 내 슈퍼컴퓨터 보유 현황
시스템명

이론성능
(TFlops)

TOP500 성능순위

슈퍼컴 3호기(CRAY XE6)

379

78위

슈퍼컴 3호기(CRAY XE6)

379

79위

공군기상단

SGI Altix ICE

14.13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 4호기 SUN B6048)

325

90위

(KISTI)

슈퍼컴 4호기 IBM p595

36

-

정부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HP 블레이드 클러스터

60

-

출연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리눅스 클러스터

19

-

(연)

고등과학원(KIAS)

리눅스 클러스터

88

-

서울대

천둥

226

278위

부경대

리눅스 클러스터

1.43

-

기관명
기상청

비고
정부
군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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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리눅스 클러스터

0.68

-

건국대

IBM 블레이드 클러스터

1.60

-

부산대

SGI Altix1350

0.67

-

동명정보대

IBM 블레이드 클러스터

0.76

-

광주과학기술원(GIST)

리눅스 클러스터

1.43

-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리눅스 클러스터

10.2

-

대학

* TOP500 : 세계에서 제일 빠른 초고성능컴퓨터 500대를 매년 6월, 11월 두 번에 걸쳐 발표.(참고 : http://www.top500.org)
* 현재 TOP500에 등재된 초고성능컴퓨터는 KISTI 1대, 기상청 2대, 서울대 1대임
*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사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음.

■ 세계 초고성능컴퓨터 Top500 - 국가별 보유대수 기준(2012년 11월 기준)
순위

국가

대수

비율

최대실측치(GFlops)*

이론성능(GFlops)

프로세서 수 총합

1

United States

263

52.6

31,674,461

46,630,651

4,522,477

2

China

74

14.8

10,489,499

19,377,480

1,315,608

3

Japan

30

6.0

14,224,106

17,223,335

1,057,854

4

United Kingdom

27

5.4

2,771,503

3,868,495

304,400
458,136

5

France

23

4.6

3,709,337

4,759,187

6

Germany

20

4.0

3,631,255

4,773,674

612,672

7

Canada

9

1.8

1,249,487

1,744,526

137,200

8

Poland

6

1.2

439,119

650,104

50,944

9

Russia

5

1.0

1,043,069

1,869,298

75,912

10

Italy

4

0.8

426,219

666,699

41,200

11

Australia

4

0.8

353,754

479,798

35,424

12

Korea, South

3

0.6

907,600

1,065,455

116,472

12

Switzerland

3

0.6

409,690

607,459

59,968

12

Sweden

3

0.6

396,460

547,861

63,464

12

Saudi Arabia

3

0.6

317,470

366,836

77,824
19,704

12

Spain

3

0.6

239,060

380,577

12

Israel

3

0.6

213,057

442,031

37,716

12

Ireland

3

0.6

194,814

270,950

24,192

12

Brazil

2

0.4

269,730

330,445

37,184

19

Taiwan

2

0.4

247,530

380,195

30,996

19

Denmark

2

0.4

213,464

281,980

25,912
26,248

19

Austria

2

0.4

205,970

241,204

19

India

2

0.4

187,910

242,995

18,128

24

Finland

1

0.2

76,510

101,997

10,864
16,704

24

Belgium

1

0.2

64,597

151,472

24

South Africa

1

0.2

61,330

74,258

6,336

24

Singapore

1

0.2

52,633

98,995

9,304

500

100

74,069,634

107,627,957

9,192,843

계

* GFlops(Giga Flops) : 초당 10억(109)회의 연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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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의 주요 초고성능컴퓨터 및 순위(2012년 11월 기준)

미국(Titan Supercomputer, 1위)

미국(Sequoia Supercomputer, 2위)

일본(K computer, 3위)

미국(Mira Supercomputer, 4위)

독일(JUQUEEN Supercomputer, 5위)

독일(SuperMUC Supercomputer, 6위)

■국
 내 주요 초고성능컴퓨터 및 순위(2012년 11월 기준)

기상청(해온/해담 초고성능컴퓨터, 78/79위)

KISTI(타키온 초고성능컴퓨터, 90위)

서울대(천둥, 277위)

울산과기대(Cheetah, 순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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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개발>

에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따라,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즉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

가. 정책 추진 배경

적인 방안의 모색이라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이슈
를 놓칠 수가 없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80% 이상은 석

에너지 문제에서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할 핵심

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나온다. 세계

중의 하나가 바로 이산화탄소의 배출, 즉 기후변화

최대 석유회사인 BP(British Pertroleum) 보고서

문제이다. 그간 여러 연구를 통해 화석연료의 연소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에 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지구온

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석유는 약 45.7년, 천연

난화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이 드러났으며, 지구

가스는 62.8년, 석탄은 119년, 우라늄은 70년 정도

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 환경변화 등 각종 심각한

사용하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 세계의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 온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난화는 선진국들이 산업혁명 이후 배출한 온실가

의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因子)인 인

스와 개도국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배

구와 소득이 지난 20년 간 약 45%가 늘어났으며

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합해지면서 그 속도는 점

향후 20년 간 약 3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고 있다.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중국, 브라질 등

<교토 기후변화 협약> 등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신흥국과 개도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등에 따라 급

수단까지 동원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주요국

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은 더욱 더 커질

들은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 수요와

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야한다. 이러한 감

공급 간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축량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

소위 ‘에너지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에너지

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개

가격도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단기

발에 대한 투자 확대,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이 주요

적으로 안정적인 화석연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

한 예이다. 비록 우리나라는 교토협약에 따른 의

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유사한 협

미래에너지원의 개발에도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약이 체결된다면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에 이르

우 높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뤄야할 문제이다. 이

고 연간 에너지 수입에 1천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

와 같은 온실가스 문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 대국이다. 비록 우리나

않는 청정한 에너지원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더

라 전력의 많은 부분이 원자력 발전에 의해 공급

욱 부각시키고 있다.

되고 있으나, 그 나머지를 공급하는 석유, 천연가

전 세계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스 등 화석연료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

하고 있다. 주요한 대안 중의 하나가 태양열, 풍력,

176

6편 제2장 기초·원천연구 지원 확대

바이오메스 등의 신재생 에너지이다. 하지만 신재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를 가

생 에너지들은 에너지 밀도(주어진 양의 에너지

둘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

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연료량)가 타 에너지(특

로 연구되고 있는 방식에는 자기력선의 그물망을

히 원자력)에 비해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고, 낮은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제어하여 고온의 플라즈마

에너지 변환효율, 자연조건의 불안전성 등도 문제

가 용기에 닿지 않도록 하는 토카막 방식이 있다.

가 되어 국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수요의 20% 이
상을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가) KSTAR와 ITER

평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기 때

우리나라는 핵융합 선진국과의 격차를 단기간 내

문에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등을 대규모로 공급

에 극복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 중간진입 기술

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지 자립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차세대초전도 핵융합연구

과 저탄소 사회라는 두 가지 주요한 국가적 이슈를

장치(KSTAR: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

Advanced Research)를 선도기술개발사업(G7)

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중간진입전략은 핵융합 선

를 위해 녹색기술 발전을 주요한 정책공약으로 내

진국들이 시도해 보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 격

세웠으며, 세부적으로는 핵융합 연구개발 추진을

차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KSTAR는

포함시켰다. 공약과는 별도로 2008년에는 녹색성

당시 대세였던 상전도 자석 대신 초전도 자석을 선

장을 국가적 화두로 던지면서 기존 공약을 더 확

택하였다.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핵융합 선

대 발전시켰다.

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행융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

나. 도입 경과

actor)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
고,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

핵융합은 높은 온도와 압력 하에서 두 개의 가벼운

보하고 핵융합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

원자핵이 융합해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뀔 때 발

로 전망했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과 효과적인 전

생하는데, 이 때 약간의 질량이 감소하면서 에너지

략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초천도 핵융합

형태로 방출된다. 핵융합은 수소의 동위원소인 중

연구장치(KSTAR) 건설에 성공하였으며, 이러한

수소를 이용하는데, 중수소는 바닷물에 들어 있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행융합실험로(ITER) 사업

므로 무제한 확보할 수 있다. 핵융합은 탄소를 배

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출하지 않으므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KSTAR와 ITER는 토카막형 핵융합 장치(자기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플라즈마를 위한 연료공

장을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가둠)라는 점에서 같으

급, 전원공급만 차단되면 폭파나 방사능 오염의 문

나, 제작 목적, 성능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제도 없다. 핵융합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KSTAR는 핵융합 연구장치로 실제 핵융합 반응(중

특수한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태양과 유사하게 높

수소와 삼중수소 간의 반응)이 아닌 헬륨, 중수소

은 온도(1억℃)와 압력 상태의 플라즈마를 만들고

를 사용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플라즈마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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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제어 등을 연구하는 과학장치이다. 반면 ITER

소 간 반응)을 일으키면서 핵융합 에너지의 공학

는 실제 핵융합 반응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할 수

적 실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외형적으로 ITER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

는 KSTAR에 길이와 높이가 3배 크며, 부피는 약

초기에는 중수소와 중수소 간의 반응을 실험하고

25배가 더 크다.

2027년 경에는 실제 핵융합 반응(중수소와 삼중수

<표 2-3-14> ITER와 KSTAR 장치 비교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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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TER

KSTAR

플라즈마 주반경(m)

6.2

1.8

-ITER Aspact Ratio: 3.1

플라즈마 부반경(m)

2

0.5

-KSTAR Aspact Ratio: 3.6

주자기장 강도(Tesla)

5.3

3.5

중심축에서의 자장의 세기

플라즈마 전류(MA)

15

2

총 가열 능력(MW)

73(110)

30(40)

평균이온온도(keV)

12

7

최대 밀도(1019m-3)

12

25
0.22

가둠시간(초)

3.4

압력효율계수(βN)

2

5

가둠향상비(H98)

1

1.5

자체 전류비(fBS)

0.5

0.9

초전도자석 선재

Nb3Sn/NbTi

Nb3Sn/NbTi

최고 자기장 강도(Tesla)

13.5

7.8

일차벽 재료

Be, W

CFC

냉각 장치 용량(kW)

110

9

연료

D, T

H, D

Fusion Power(MW)

500이상

-10

증폭율(Q)

〉10

〉0.35

크기(m)

29(H)

8.6(H)

28(D)

8.8(D)

플라즈마 지속시간(초)

300-500

300

초전도자석 중량(톤)

10,135

270

비고

- ( ) 성능개선 후 총 가열능력
 시에 얻어진 세 변수의 곱이 핵융합로의 성능지표
- 동
 융합발전 상용화를 위해서는 200 이상 필요
-핵

-핵
 융합로의 효율지표로서 경제성과 직결
- 연속운전에 중요

-높
 은 열속, 중성자속 환경에서의 소재 개발 필요
 저온(-270℃) 냉각능력
-극
-D(중수소), T(삼중수소)

- 부피 약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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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시작
과 참여

13%, 나머지 4개 회원국이 각각 10%를 분담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2007년 4월 2일 ITER 사업과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계의 핵융합

관련된 2건의 비준동의안(<국제핵융합실험로 사

연구는 80년대 초반까지 미국, 소련, 유럽 등 개별

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의

국가별로 핵융합 연구장치를 개발하는 등 경쟁의

설립에 관한 협정>,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

시대를 거쳤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핵융합

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에너지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막대

면제에 관한 협정>)을 통과시켰다. 2007년 9월에

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간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

는 ITER 사업의 국내 전담기관으로 한국기초과

로 적용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전통적인 핵

학지원연구원을 지정하되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융합 4대 강국인 EU, 일본, 미국, 소련은 1987년

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의 국가핵융합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관 아래 국제토카막반

구소 내 ‘ITER 한국사업단’이 담당하도록 고시하

응로(INTOR: International Tokamak reactor)

였다. 2007년 10월에는 ITER 국제기구가 공식 출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것이 현재 추진 중인

범하였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시작이다.

ITER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

ITER 사업은 핵융합 반응을 통한 전기생산의

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9.09%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500MW급 열출력을

의 분담금만으로 핵융합선진국들이 수십 년 간 개

발생하는 핵융합실험로를 건설하는 국제협력 프

발·설계하면서 축적한 ITER 설계기술과 지식재

로젝트이다. ITER 프로젝트에는 당시 핵융합 선

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산업체들은 국

진국이었던 미국, 일본, EU, 소련이 참여하였으

제적인 기준에 맞춰 조달품을 개발·제작하면서

며, 1988년부터 3년 간 개념설계, 1992년부터 10

경험과 기술을 획득하고 있다. 셋째, 국내 산업체

년 간 공학설계를 실시하여 2001년에 최종설계 보

가 조달품목을 개발 제작하면서 매출 증진과 함께

고서를 만들어 냈다. 이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도 크다. 국내 산업

되면서 중국(2003년 1월), 한국(2003년 6월), 인

체는 ITER 국제기구와 타 회원국이 발주하는 용

도(2005년 12월)이 추가로 참여하여 현재의 7개

역들도 수주하고 있다. 넷째, 핵융합 전문 인력양

ITER 사업 참여국(한국, EU, 미국, 일본, 러시아,

성 측면으로는 ITER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적

중국, 인도) 구성이 완료되었다. ITER 사업은 건

인 핵융합 전문가들과 연구·개발하면서 그들의

설, 운영, 감쇄, 폐로단계 등 총 35년에 걸쳐 진행

경험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된다. ITER 장치의 건설비용은 회원국들이 제공
하는 현금분담금과 현물분담금(장치 제작·납품)
으로 충당된다. 건설단계 비용은 건설부지 유치국
인 EU가 45.46%를 분담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6개 회원국이 각각 9.09%를 분담한다. 운
영단계 이후에는 EU가 34%, 미국, 일본이 각각

179

정책자료집 ➍ 과학기술 혁신

2. 주요 내용 및 성과

부, 외교부, 국무총리실이다. 핵융합위원회는 기
본계획의 수립·변경, 주요정책의 수립과 종합·
조정, 연구개발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주요사항

가. 국가핵융합위원회 구성·운영

을 심의한다. 그 동안 국가핵융합위원회는 5차례
정부는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에 따라 핵융합에

의 회의를 개최하여 총 19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핵융합위원회 산하에는 실무위원회가 설치·구성

국가핵융합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007

되어 있으며, 핵융합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

년 위촉·임명된 1기 위원회가 2009년 임기가 만

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무위

료되어 2010년 2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

원회는 교과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6

며, 2012년 5월에는 3기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핵

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윈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

융합위원회는 교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

여하고 있고, 14명의 민간 전문가가 위촉되어 전

며, 6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 되

체 20명으로 구성되었다.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처

며,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었

리안건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참여하고 있는 부처는 기재부, 교과부, 지경

<표 2-3-15> 국가핵융합위원회 처리 안건
구분

안건

결과

KSTAR 개발 현황 및 운영계획(안)

원안 접수

ITER 공동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원안 접수

1차회의

블랑켓 시험모듈(TBM) 프로그램 참여계획(안)

원안 접수

(2007.7)

제1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안)

보고

심의

2차회의
(2009.4)

3차회의

보고

심의

보고

(2010.6)
심의
4차회의
(2011.4)

5차회의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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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보고
심의

-『Star Energy Korea』-

원안 의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전담기관 지정·운영방안(안)

조건부 의결

제1회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 결과 및 경과보고

원안 접수

2009년도 핵융합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안)

원안 접수

KSTAR 활용 기본계획(안)

원안 의결

핵융합 전문인력 양성 계획(안)

원안 의결

제2회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 결과 및 주요활동내용

원안 접수

2010년도 핵융합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안)

원안 접수

ITER 건설단계 사업비 증액 추정(안)

원안 접수

핵융합에너지 R&D 기반확충 추진전략(안)

원안 의결

제3회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 결과 및 주요활동내용

원안 접수

2011년도 핵융합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안)

원안 접수

ITER 국내건설사업비 재산정 결과보고(안)

수정 접수

제4회 국가핵융합위원회 개최 결과 및 주요추진현황

원안 접수

ITER 블랑켓 시험모듈(TBM) 프로그램 추진계획(안)

원안 접수

제2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012~2016)(안)

원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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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다. 지난 2007년 수립한 1차 기본계획이 2011년

(2012~2016) 수립

만료됨에 따라 교과부는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
한 정책연구 및 내부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총괄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

위원회 및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각

다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

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함께 핵융

<그림 2-3-16> 제2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012~2016)

핵융합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로 지속가능한 국가 신에너지 확보

비젼

정책목표

1단계 (’07-’11)

2단계 (’12~’21)

3단계 (’22~’36)

기본방향

핵융합에너지개발 추진기반 확립

DEMO 플랜트 기반기술 개발

핵융합 발전소 건설능력 확보

·국내 KSTAR장치 운영 기술확보
·국제동동 ITER 건설 참여
응용분야

·행융합로 공학기술 개발 체계
구축
·연구개발 및 공동기술의 기반
구축 및 저변확대

진흥
기본계획

2차계획
정책목표

·DEMO 설계, 건설 및 전기생산
·KSTAR 고성능 플라즈마 달성 및
ITER 운전 준비

실증
·ITER 운영 핵심역할 수행

·DEMO 설계 핵심 기술 개발
·핵융합·플라즈마 기술 사업화
및 핵융합 연구개발 기반 확대

·핵융합 동력로 노심 설계 및
계통·설계 완료
·핵융합 기술의 산업화 및 국제
시장 선점

1차 진흥기본 계획 (’07-’11)

2차 진흥기본

3차 진흥기분

계획 (’12-’16)

계획 (’17-’21)

5차 진흥

6차 진흥

7차 진흥

기본 계획

기본 계획

기분 계획

(’22-’26)

(’27-’31)

(’32-’36)

KSTAR와 ITER를 활용한 핵융합 기반기술 연구·개발
■KSTAR 고성능 플라즈마 달성 및 DEMO 기초기술 개발

2차기간
중점·전략

■핵융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확대
■국제협력 활성화 및 ITER 건설사업 주도
■핵융합·플라즈마 기술 사업화 촉진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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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너지연구협의회, 핵융합전문가 간담회 등을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진공 시험운전, 극

개최하여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2011년 11월

저온 냉각 시험운전, 초전도자석 및 전원 성능시험

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등이 차례로 진행되었으며, 2008년 6월 13일에는

각계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

플라즈마 전류 130kA, 플라즈마 유지 시간 0.12초

의를 거쳤다. 2차 기본계획은 2011년 12월에 개

에 달하는 최초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하였다. 이

최된 제5회 국가핵융합위원회에 상정·확정되어

는 단 한 번의 종합 시험운전 시도로 플라즈마 발

추진되고 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신에너지 확

생에 성공한 세계적 최초의 사례였다.

보’의 비전 달성을 위해 「KSTAR 연구→ITER 건
설·운영→DEMO 기술개발·건설→상용로 개발」

<그림 2-3-17> KSTAR 장치

순으로 핵융합 연구개발이 연계 추진되도록 1차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국가핵융합로드맵의 2단계
(2012~2021) 목표를 「DEMO 플랜트 기반기술 개
발」로 구체적으로 재설정하였다. 이는 DEMO 및
핵융합로의 핵심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KSTAR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제공동의 ITER TBM 프로
그램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이다. 국가핵
융합로드맵의 2단계(2012~2021)에 포함된 제2차
기본계획(2012~2016) 기간에는「KSTAR와 ITER

KSTAR는 2008년 최초 플라즈마를 성공적으

를 활용한 핵융합 기반기술 연구·개발」을 정책목

로 발생한 후 매년 지속적인 성능향상과 실험연

표로 추진키로 하였다.

구를 통해 당초 계획된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
다. 2011년에는 1MA의 플라즈마 전류에서 12.4

다. KSTAR 최초 플라즈마 성공

초의 플라즈마를 유지시켜 당초 목표인 10초를
초과하였으며, 특히 플라즈마의 밀폐성능이 2배

핵융합에너지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선택한

로 증가하는 H-모드에서도 0.5MA의 전류 하에

중간진입전략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 최

서 5.5초를 유지하였다. 2012년에는 H-모드 유

초로 ITER 장치와 같은 초전도 자석 시스템으로

지시간을 17초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H-모

구동되는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드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플라즈마 불안정성

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KSTAR 장치 건설에는

(ELM: Edge Localized Mode) 현상을 공명자기섭

2007년까지 11년 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장치제작

동(RMP)를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완벽하게 제어

에 4,182억 원(장치 3,090억 원, 시설 1,092억 원)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KSTAR의 실험·

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KSTAR 건설을 위해 5

연구결과는 KSTAR가 ITER 장치가 건설되기 전

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10개 대학, 24개의 기업이

선행 연구장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보

참여하였고, 연 1,51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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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6> KSTAR 운전에 따른 연도별 플라즈마 비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플라즈마 전류

100kA

320kA

500kA

500kA

600kA

플라즈마 총 유지 시간

0.3초

3.6초

5초

12초

21초

H-모드 유지 시간(플라즈마 총 유지 시간 중)

-

-

1초

5.5초

17초

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 사

34% 상승하였으며, ITER 기본계획 확정시 ITER

업 본격 착수

기구가 회원국으로부터 걷어서 집행하는 현금분담
금이 70% 정도 늘었기 때문이다. 현물분담금(조달

ITER 사업은 2007년 회원국들의 비준이 완료되

품목 제작비용)은 6,136억 원에서 7,031억 원으로

면서 정식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ITER 설계 검

14.6%가 늘어났다. kIUA 가치와 환율 변동 이외

토과정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설계변경 및 개선

에 ITER 현물부담금(조달품목 제작비용)이 14%가

방안들이 ITER 국제기구와 회원국 전담기관 등

증가하였으나 사업비 절감 노력 등을 통해 14.6%

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0년 7

만 증가하였다. 핵심기술개발, ITER 한국사업단

월 ITER 특별이사회에서 ITER 사업의 범위와 사

운영비 등 국내사업비는 1,201억 원에서 1,559억

업일정과 사업비용 등이 포함된 ITER 기본계획

원으로 29.8%가 증가하였는데, 일정연장에 따른

(ITER Baseline)이 최종 변경·확정되었다. 기본

사업단 운영비, TBM 개발예산 증가, 비조달 핵심

계획의 확정에 따라 건설기간이 2017년 10월에

기술 확보 예산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ITER 건설

서 2019년 10월로 변경되었으며, 건설단계 사업

단계 국내사업비 재산정 결과는 2011년 4월 국가

비용도 당초 3,577.7 kIUA에서 4,584.7 kIUA로

핵융합위원회에 보고되었다.

28.1%가 증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ER 건

ITER 사업은 교과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추진

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중수소와 삼중

중이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예산이 투

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당초 계획된 2027년에 달성

입되어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국가 재정의 안

한다는 목표를 유지하였다.

정적 운용 측면에서 2008년부터 교과부 일반회계

ITER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우리나라 ITER

및 원자력기금과 함께 지경부의 전력기반기금도

사업예산도 변경되었다. 정밀한 국내사업비 재산

투입되고 있다. 지경부 전력기반기금의 투입은 전

정을 위해 ITER 한국사업단에서 국내사업비를 산

기사업법 제49조에 근거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정한 후 외부전문기관(한국전력기술(주))를 통해

제49조(기금의 사용)에 따르면 전력산업 관련 연

검증하였다. ITER 건설단계 국내사업비는 당초

구개발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8,767억 원에서 1조 1,750억원(부가세 제외)으로

데, ITER 사업은 전기 생산을 위한 핵융합 에너지

34%가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ITER 기구

를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전력 산업 관련 연구개발

에 납부하는 현금분담금이 1,430억 원에서 3,160

에 포함된다. 2012년까지 연도별·부처별·회계

억 원으로 121% 증가하였다. kIUA 가치와 환율이

별 예산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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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7> ITER 국내사업비 변동 내역
(단위 : 억 원)

구분

당 초(A)

변 경 (B)

증감 (C=B-A)

증감율(%)

Ⅰ. ITER 분담금

7,566

10,191

2,625

34.7

① 현금 분담금

1,430

3,160

1,730

121

② 현물 분담금

6,136

7,031

895

14.6

Ⅱ. 국내 사업비

1,201

1,559

358

29.8

③ 핵심기술 개발비

688

980

292

42.4

④ 한국사업단 운영비

513

579

66

12.9

합계

8,767

11,750

2,983

34.0

※ 당초(A)는 2005년 기준(1kIUA=1.42M , 1 =1,200원), 변경(B)은 2010년 기준(1kIUA=1.552M , 1 =1,475원)

<표 2-3-18> 연도별 ITER 사업예산
(단위 : 억 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과부

17

40

95

165

300

564

634

484

484

일반회계

17

40

95

165

-

414

484

384

286

원기금

-

-

-

-

300

150

150

100

100

묶음예산

-

-

-

-

-

-

-

-

98

지경부

-

-

-

-

290

234

894

480

590

합계

17

40

95

165

590

798

1,528

964

1,074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ITER 사업은 크게 세

라로 이관하고 블랑켓 차폐블록(Shield Block)의

가지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조달품목 제작,

할당률을 높이는 등 최종적으로 9개 품목으로 확

핵심기술개발(TBM 및 비조달 기술개발), 기타

정하였다.

(ITER 인력파견 및 수주)가 그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ITER 국제기구와 7개 품목
에 대한 조달약정을 체결하였다. 체결현황은 아래

(1) 조달품목의 개발 및 제작

표와 같다. 조달약정의 체결은 조달범위, 조달가

우리나라는 ITER 조달품목 협상과정에서 제작기

치, 운송/인도 방법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었음을

술 수준, 산업체 경쟁력, 핵심기술 확보 필요성 등

의미하는데, 조달품목에 따라서 사전 R&D, 설계,

을 고려하여 총 86개 품목 중 10개의 품목을 할당

시제품 제작 등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조달약정에

받았다. 이후 ITER 국제기구와 회원국 간 논의를

체결된 7개 품목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

거쳐 설계변경, 비용절감, 인터페이스 간 조정 등

라 전담기구와 산업체 간에 제작계약이 체결되어

을 위한 조달품목의 할당률 조정 작업이 진행되었

본격적인 개발과 제작에 착수하였다. 6개 품목은

으며, 핵융합로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장치인 블

세부적으로 10개 패키지로 구분되어 계약이 체결

랑켓 일차벽은 2010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다른 나

되었다. 우리나라의 조달품목 개발과 제작에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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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8> 우리나라 ITER 조달품목 현황(2012년 10월 현재)

1. TF 초전도 도체 (Conductor)

4.블랑켓 차폐블록 (Shield Block)

총 조달 금액 (kIUA) : 215.01

총 조달 금액 (kIUA) : 58.00

아국참여율: 20.18%

아국참여율: 49.83%

아국조달금액(kIUA) : 43.93

아국조달금액(kIUA) : 28.90

2. 진공용기 본체(Vacuum Vessel)

5.조립장리뷰 (Assembly Tooling)

총 조달 금액 (kIUA) : 123.04

총 조달 금액 (kIUA) : 23.01

아국참여율: 21.29%

아국참여율: 100%

아국조달금액(kIUA) : 26.20

아국조달금액(kIUA) : 23.01

3.진공용기 포트 (Port)

6.열차폐체(Thermal Shield)

총 조달 금액 (kIUA) : 78.85

총 조달 금액 (kIUA) : 26.88

아국참여율: 73.38%

아국참여율: 100%

아국조달금액(kIUA) : 57.86

아국조달금액(kIUA) : 26.88

7.삼중수소저장 및 공급시스템

8.전원공급장치(AC/DC Converters)

9.진단장치(Diagnostics)

총 조달 금액 (kIUA) : 15.58

총 조달 금액 (kIUA) : 123.60

총 조달 금액 (kIUA) : 146.49

아국참여율: 81.51%

아국참여율: 37.28%

아국참여율: 3.17%

아국조달금액(kIUA) : 12.70

아국조달금액(kIUA) : 46.07

<그림 2-3-19> 우리나라 ITER 조달품목 및 조달약정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초전도도체
(08.05) (09.01)

(12.07)

(14.10)

진공용기 본체
(08.11)

(10.01)

(08.11)

(10.01)

(15.02) (16.08)

진공용기 포트
(14.04)

(18.11)

열차 폐체
(10.05)(10.08)

(14.07)

(18.12)

블랑켓 차페블록
(13.11) (14.05)

(19.07)

(21.03)

조립장비류
(09.08) (10.03)

(14.11)

(17.03)

삼중수소 저장 공급시스템
(15.12) (16.06)

(18.07)

(22.05)

전원공급장치
(11.03) (11.08)

(14.08)

(17.02)

진단장치
(11.06)

(13.06)

(15.12)

(20.11)

※ ITER기구와 회원국들 간 일정조정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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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공업, KAT, 포스코특수강 등 130여개 업체(1

우리나라는 그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축적된 역량

천만 원 이상 기술용역, 구매, 계약 업체 기준)가

을 바탕으로 2011년 12월 ITER TBM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기로 공식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그간 역

조달품목 개발과 제작을 통해 우리나라는 본 제

량을 모아 온 고체형 TBM 1개를 주도하기로 결정

품 제작 및 검증·시험평가를 통해 핵융합로 주요

하였으며, 2012년 1월 ITER 국제기구와 회원국에

품목에 대한 설계·제작기술을 확립할 수 있었다.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통보하였다. 우리나라의

품목별로 보면 초전도 도체(선재, 케이블링, 튜브

TBM 프로그램 참여(1개 TBM 포트 주도)는 2012

등 생산), 진공용기 본체(제작 절차서 작성·시제

년 6월에 개최된 제10차 ITER 이사회에서 최종

품 제작), 진공용기 포트(시제품 제작, 용접기 검

승인되었다.

증), 조립장비(조립 절차 및 Mock-up 제작 및 시
험) 등이 있다. 더불어 조달품목의 연구개발 및 설

(3) 비조달 핵심기술개발

계, 제작기반을 구축하였다.

ITER 장치는 총 86개 조달품목으로 구성되어 있
으나 우리나라는 9개 품목만을 개발하여 조달하고

(2) ITER TBM(Test Blanket Module)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조달하지 않는 77개 품

블랑켓은 핵융합로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장치

목 중 핵심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추적 및 연

로 삼중수소 증식, 에너지 변환·추출, 방사선 차

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

폐 등의 3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장치이다.

나라를 포함해 ITER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운

ITER TBM은 실제 핵융합 환경을 제공하는 거의

영되는 국가들에서는 독자적으로 핵융합 실증로

유일한 장치인 ITER 장치에서 블랑켓의 타당성과

(DEMO 플랜트) 건설에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있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모듈이다. 선진국들은 핵심

기 때문에 전체적인 핵융합로의 개발 및 건설 기술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TBM을 당초 ITER 프로젝

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08년부

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조달품목에서도 제

터 2011년까지 비조달 분야에 대한 기술추적이 진

외되었다. 결국 TBM은 ITER 사업의 범위 내에서

행되었으나 제어 및 통신계통(CODAC) 부분에 한

추진하되, 회원국별로 별도로 제작하여 ITER 장

정하여 소규모 예산(16억 원)이 투입되는 등 효과

치에 부착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2012년부터는 본

우리나라는 2007년 TBM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핵심분야와 과제를 선

하였으나 외환위기, 개발 및 제작 가능성 등 때문

정하여 추진키로 결정하여 2012년 예산으로는 10

에 타 참여국과의 협력을 우선 추구하였다. 하지

억 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DEMO 플랜트 및 상용

만 핵융합로의 핵심기술인 까닭에 타 참여국들은

로 건설시 핵심적인 8개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분

기술협력에 배타적이었다. 이밖에도 여러 요인들

야별로 공모를 통해 우수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현

로 인해 TBM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여부는 결정

재 13개 과제에 대한 핵심기술 추적 및 개발이 진

되지 않았으나,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원자력

행되고 있다. 비조달 분야는 핵융합 연구자 및 기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참여를 타진했다.

반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등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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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으며, 총괄적인 사업관리는 국내 전담

(5) ITER 국제기구 및 타 회원국으로 부터의 수주

기관인 ITER 한국사업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ITER 국제기구는 일부 연구, 설계 등의 업무를 각
회원국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진행기도 하고(TA:

(4) ITER 국제기구 인력파견

Task Agreement), 일부 서비스 용역은 직접 발주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현재 약 500여명이 근무

(SC: Service Contract)하여 각 회원국의 산업체가

하는 ITER 국제기구에 29명의 인력을 파견(ITER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까지 총 45

국제기구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계약)하고 있다.

건의 ITER 국제기구의 연구용역(TA) 및 서비스용

연도별 파견인력은 2008년 4명, 2009년 8명으로

역(SC)을 수주하였는데, 그 금액은 721억 원에 달

2012년 6명을 추가로 파견하였다. 현재 근무하고

한다. 특히 2012년 4월에는 한국전력기술(주)가 유

있는 우리나라 인력규모는 전문직(P급)을 기준으

수의 유럽 경쟁업체를 제치고 2천만 유로 규모의

로 약 8%(24명)로 EU, 일본에 이어 세 번째이다.

ITER ‘케이블 엔지니어링 지원 서비스(Cable En-

앞으로도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에 핵심적인 기술

gineering Support Service)’를 수주하는 쾌거를

분야에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파견하

이루기도 하였다. 이와 별도로 타 참여국으로부터

여 전문인력의 발굴·양성화에 중요한 기회로 활

우리나라 산업체가 수주한 용역은 총 7건, 940억

용할 계획이다. ITER 국제기구에는 ITER 국제기

원이다. 따라서 ITER 사업을 통한 국내 연구기관

구에 고용되어 파견되는 인력 이외에 단기파견을

및 산업체 등의 총 수주규모 및 금액은 55건, 1,661

통해 공동연구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인력 또한

억 원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2012년까

있으며, 우리나라 2012년 기준으로 6명이 파견되

지 납부한 현금분담금 1,060억 원의 157%에 달하

어있다.

는 규모로 높은 제조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수
주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19> 분야별 수주현황
ITER 국제기구 수주
Task Agreement

Service Contract

48건 (약 721억 원)

타 참여국 수주

합계

7건 (약 940억 원)

55건 (약 1,661억 원)

<표 2-3-20> 연도별 수주현황
구분

2007

ITER 국제기구 수주

-

타 참여국 수주
합계

2건
(4억)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4건

15건

14건

8건

7건

48건

(81억)

(100억)

(183억)

(32억)

(325억)

(721억)

-

-

1건

1건

3건

7건

(4억)

(30억)

(902억)

(940억)

2건

4건

15건

15건

9건

8건

55건

(4억)

(81억)

(100억)

(187억)

(62억)

(1,227억)

(1,661억)

187

정책자료집 ➍ 과학기술 혁신

(6) ITER 건설 추진현황

마. 핵융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사업의

ITER 건설(프랑스 건설부지) 추진현황은 다음과

추진

같다. 2012년 현재 ITER 본부건물 공사가 완료
되었다. 프랑스 원자력청(CEA) 내 임시건물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KSTAR와 ITER 등 대형장치

신축 본부 건물로 10월 입주하였다. 토카막 건물

건설 중심으로 핵융합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이

의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토카막 받

는 중간진입전략에 따라 핵융합선진국과의 격차

침 부분 공사가 2012년 4월 완료되었고, 총 493개

를 짧은 시간 내에 좁히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장

의 방진 베어링(Anti-seismic Bearing)이 설치되

치중심의 핵융합 연구개발 역량은 매우 높아졌으

었다. PF 코일 권선건물 공사는 2012년 1월에 완

나, 핵융합 기초연구 역량과 전문인력의 양성은 이

료되었다.

에 따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는 토카막 방식의 핵융합 장치만을 주로 연구하고
있어 미국, 일본, EU 등 기술선진국이 추진 중인

<그림 2-3-20> ITER 건설부지 전경

관성방식의 핵융합 등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뤄지
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정부는 기존에 구축된 KSTAR
활용 연구를 활성화하여 핵융합 핵심기술을 확보
하고, 핵융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을 통해 연구
기반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09년부터 ‘대
학중심 핵융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동 사업은 거점센터, 학연공동연구,

<표 2-3-21> 핵융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지원 형태
구분

거점센터

학연공동연구

핵융합기초연구

지원기간

3+2년

3년 이내

1~3년

연구비

5~20억 원/연

5억 원/연 이내

1억 원/연 이내

<표 2-3-22> 핵융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비

5,000

5,000

6,200

6,200

과제

·신규 15개

규모

(거점 4, 학연 2, 개인 9)

·신규 6개(개인 6)

·신규 9개(학연 2, 개인 7)

·신규 9(학연 1, 개인 8)

·계속 13개

·계속 17개

·계속 15개

(거점 4, 학연 2, 개인 7)
·종료 2개(개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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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11개(학연 2, 개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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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기초연구의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연구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

형태와 목적에 따라 지원기간과 연구비를 차등 지

본, 중국, EU와 핵융합에너지 공동연구 등에 관한

원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연간 50억 원

시행약정을 맺고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공동조

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2011년부터는 연간 62

정관 회의를 개최하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충실한

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연간 지원되는 과

협력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

제 규모는 25개 내외로 세부과제 기준으로는 40

행약정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해

여개이다. 2009년에 선정되어 지원 중인 4개 거

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활발히 공동연구를 지원

점센터는 KSTAR 장치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는데 주로 KSTAR의 성능향상을 위한 가열·진단
장치 제작, 플라즈마 제어 등 실험 등을 수행하고

나. 핵융합에너지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

있다. 4개 거점센터는 한국원자력연구원, KAIST,

대 확산

POSTECH, 한양대에서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의
지원 목표 중 하나인 다양한 방식의 핵융합 연구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은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원과 관련하여, 2011년 슈페리컬 토카막 방식(ST)

분야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핵융합 선진국들은

의 핵융합 연구와 레이져 방식의 핵융합 연구과제

빠르면 2030년대 핵융합 실증로 건설과 2040년대

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상용로 건설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핵융합 실증로·상용로 건설 시 까지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

3. 향후 과제

서 전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 대규모의 예산을 장기
간에 걸쳐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국민들

가.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012

에게 핵융합에너지개발의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

~2016)의 충실한 추진

시하고, 장기간 대규모 재정투자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2012년부터 5년간 추진할 <제2차 핵융합

교과부는 그간의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개발의 역

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한

사와 과제를 백서 형식으로 묶어 발간하였다(2012

바 있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가 핵융합에너지를

년 6월). 이어 보다 상세한 핵융합 연구개발 관련

실용화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4대 중점전략과 9

자료도 발간하는 등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

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일부 과제는 현재 추진

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가

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되어 있으나, 일부는 새로

핵융합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국민

운 세부계획의 수립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우선

홍보활동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적으로 핵융합 기초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핵융합 선진국들과의 공동연구 등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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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융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
핵융합 연구기반 확대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간
핵융합 연구는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원자력연
구원 등의 출연연구기관과 서울대, POSTECH,
KAIST, 한양대 등의 핵융합 관련 학과가 있는 일
부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9년부터
핵융합 기초연구·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하기 시
작하면서 핵융합 에너지 개발과 연관된 분야의 전
문가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여 현재 대학 내 핵융합
에너지 연구인력은 24개 대학, 41명의 전임교수,
105명의 대학원생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증가
에도 불구하고, 핵융합 기초연구 수준과 전문인력
규모는 타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 중국은 2011
년 ‘자성구속 핵융합연구 인재양성 작업의 촉진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2,000명
의 인력양성을 천명하는 등 공격적으로 핵융합 에
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 역시, 현재 지원
중인 핵융합 기초연구·인력양성 사업 등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핵융합과 연관된 분야
의 전문가들이 핵융합 핵심연구자들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핵융합 분야로 유입되도록 노력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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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가. KSTAR 장치
KSTAR 장치 외부 전경

KSTAR 장치 내부

나. ITER 건설 사진
ITER 토카막 빌딩의 방진베어링 설치 현장

ITER PF 코일 조립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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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

사업 관리제도 구축’을 추진하였다. 과학기술 융·

아볼 수 없는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었으며,

복합기술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존 과기분

이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도적인 역할

야 출연(연)을 단일법인(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

을 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

로 통합하는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안)을 마련하

역량이 높아지면서 연구개발 추진의 효율성에 관

였고, 개별 출연(연)을 임무수행형 연구소로 특성

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였

화하여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

고, 그 결과 2012년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16조원

응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그 동안 과

으로 1980년에 비해 100배나 증가하였다.

학기술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과학기술인 사기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2007년

작을 위하여 정부출연(연) 연구원에 대하여 정년

2만 달러를 정점으로 정체되고 있고, 총요소생산

을 연장하고, 지나친 연구과제 수주에 따른 많은

성의 기여도는 1998년 이후 1.7%에 머물러 있으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연구과제중심

며,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기업의 성장은 정체되

(PBS: Project-based System)제도를 개선하여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

출연(연) 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 방안 마련

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 R&D 추진체계의 변

을 추진하였고, 과학기술인연금제도를 도입함으

화가 필요하다.

로써 연구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

이명박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전략수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립과 종합조정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과 융합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출연(연)에 부여된 임무의 적합성을 근본적
으로 재점검하여 창조적 국가혁신시스템에 부합
하는 방향으로 틀(framework)을 다시 짜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함에 따라 양 부처에서 연
구개발 지원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과학
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을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출범시켰고, 연구
자 친화적 행정 구현을 위해 연구사업관리전문가
(PM: Program Manager)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한 국가 R&D 재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제도를 창조형 R&D에 맞게 개선하
고, 연구자들이 오직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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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기초원천연구 지원체계를

제1절

마련하여 창의적 지식창출과 핵심기술 개발을 촉
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한국연구재단
출범과 발전

하나로서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HRD)의 연
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간의 융합’ 등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었다.
또한 연구개발 행정에 있어서 각 분야별 전문가
에 의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효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자 친화적 행정 구현을 위
해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Program Manager)

가. 정책 추진 배경

제도를 도입·운영해야 한다는 외부의 요구가 많
았다. 과거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활용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출

그 역할이 소극적이었다. 보다 적극적인 PM제도

범하였다. 이에 양부처에서 연구개발 지원 및 관

활용을 위해 연구재단 출범 준비와 함께 우리나라

리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

실정에 맞는 PM제도 구현 및 운영 선진화에 대한

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통합 논의가 시작

논의가 본격 시작되었다.

되었으며, 200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통합방

나. 도입 경과

안을 확정하고, 설립 TF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
로 통합업무에 착수하였다.
3개 재단의 통합은 분산된 연구지원 체제를 일

●연
 구재단

원화하여 유사중복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전

업무보고

설립 방안 확정 : 2008년 3월 대통령

<그림 3-1-1> 한국연구재단 통합모형

<분산된 지원체제>
한국과학재단
(구 과기부)

이공 분야 연구
및 국제협력

+

학술진흥재단
(구 교육부)

인문사회 및 이공 분
야 연구

<통합지원체제>

+

국제과학기술
협력재단(구 과기부)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

모든 분야 연구 및

(이공분야)

국제협력 지원

* 기존 사업중, 학자금 대출 및 장학업무(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는 별도로 신설된 한국장학재단으로, 과학영재지원 및 포상업무(한국과학재단)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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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재단

설립 준비 추진

- 설립준비 TFT 운영 및 정책연구 : 2008년 4~12월

단의 명칭, 지배 구조, 기관장 임명권자, 연구재단
소속 등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국연구재단법 제정 추진 : 2008년 4월 ~ 2009
▶재
 단의 명칭 : 한국학술재단, 한국학술연구재단으로 하자

년 3월
-한
 국연구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운영 : 2008년 12월
~2009년 3월

술분야의 기초연구와 국책연구까지 포함되므로 한국연구

●한
 국연구재단법 제정 및 공포 : 2009년 3월 25일
●한
 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운영 : 2009년 3~6월
●한
 국연구재단법

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재단의 연구지원 범위가 과학기

시행령 제정 및 공포 : 2009년

6월 25일

재단으로 결정
▶ 지배구조 : 지배와 경영권을 분리한 ‘비상근 이사장+상근
기관장(사무총장)’체제로 할지, 지배와 경영권을 일원화한
‘상근 이사장’ 체제로 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한
 국연구재단

출범 : 2009년 6월 26일

한국연구재단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고 책임경영을 확

●한
 국연구재단

현황(2012년 현재) : 5본부1센터

립하기 위해서는 상근 이사장 체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13단16실, 1부설(연구개발인력교육원), 운영인
력 289명, 사업규모 약3조원

과학기술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
▶ 기관장 임명권자 :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
원에서 이사장을 교과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
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2. 한국연구재단 출범

률> 상의 기준에 벗어나 있어, <한국연구재단법>에는 반영
하지 않고, 별도 추진

가. <한국연구재단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 2 010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정으로 기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준정부기관에 ‘한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

국연구재단’ 및 ‘한국장학재단’이 포함됨

협력재단 등 3개 재단의 통합 준비 TFT에서는 우

▶ 기관 소속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두는 방안,

선 정책기획연구를 착수하였으며, 법령 시안, 조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방안 등이 제기되었으나, 한국

직 구성 등을 마련하였다.

연구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사업을 위탁관리하는

2008년 5월에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근거와 조

기관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두기로 결론

직운영방향을 담은 “한국연구재단법” 시안을 마
련하여 관계부처 협의(2008.5.20~31), 공청회

국회에 제출된 <한국연구재단법> 정부안은 교

(2008.5.29), 입법예고(2008.6.19~7.9), 당정협

육과학기술위원회 상정(2008.12.11), 교육과학기

의(2008.7), 법제처 심사(2008.7.23~79.29), 차

술부 주관 공청회(2009.1.9) 및 토론회(2009.2.4)

관회의(2008.10.2), 국무회의(2008.10.7) 등을 거

개최 등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연구재단의 독립성 확

쳐 2008년 10월 15일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보방안, PM제도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방안, 인

하였다.

문사회 홀대론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정부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로는 재

국회 공청회 이후, 2009년 2월 20일에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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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정부안과

한 시행령 제정이 추진되었다. <한국연구재단법 시

박영아 의원 대표 발의안을 토대로 한국연구재단

행령>은 <한국연구재단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

법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

2009.6.26일)에 맞춰 함께 발효될 수 있도록 부처

하였으며, 정부안과 비교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협의(2009.3.13~29), 입법예고(2009.3.30~4.20),

대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제처 심사(2009.4.22~6.8), 차관회의(2009.6.11),
국무회의(2009.6.16), 제정·공포(2009.6.25) 등 입

▶인
 문사회계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재단의 사업 내용 중 “학

법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술”이라는 용어를 추가(제5조)
▶ 한국연구재단 운영과정에서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이사의 수를 11명 → 15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2/3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 대한민국한림원 등에서 추천
한 전문가로 구성토록 함(제6조)
▶ PM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PM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토록 하고, PM의 역할 강화에 따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주요 내용

•한국연구재단 설립등기 및 이사회 구성 관련
•한국연구재단 운영 - 출연금 교부,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등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외부펴가위원회 구성ㆍ운
영등

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교과부에 PM외부평가위원회를 구
성·운영토록 규정(제15조)

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운영(2008.1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

8~2009.3.29)

회 심사(2009.2.25),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
(2009.3.3)을 거쳐 2009년 3월 25일 제정·공포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제정 이후 재단이 조속히 출

되었다.

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재단설립과 관련된 현안 사
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법> 주요 내용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설립

•한국연구재단 설립 목적 및 정관, 사업내용

준비위원회는 2008년 12월 8일 강태진 서울대 교

•한국연구재단 임직원 및 이사회 관련 사항

수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분야 5명, 인문사회분야

•한국연구재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출연금, 사업계획
서, 결산, 검사 등)

5명,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관 등 11명으로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제도

구성하였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아닌

•기타 사항(타법 준용, 동일 명칭 사용 금지, 벌칙 등)

한시 조직으로 <한국연구재단법>이 제정·공포될

•부칙 - 설립위원회, 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

때까지 운영키로 하였으며, 법제정 이후에는 <한

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승계 및 경과조치 등

국연구재단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설립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한국연구재단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법에서 위임

설립준비위원회는 발족이후 2009.2.24일까지

된 사항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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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한국연구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구분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교육과학기술부

성명

소속 및 직위

강태진(위원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서판길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송종인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이영무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전길자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교수

김남국

강원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명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배종대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진욱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이환, 박항식

기초연구정책관

<표 3-1-2> 한국연구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회차

일자

장소

심의ㆍ검토사항
- 한국연구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역할
- 한국연구재단 설립 추진 현황

1차

2008.12.08

프라자호텔

- 한국연구재단법 제정 추진 현황
-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안)
- 한국연구재단 설립 준비사항 및 추진일정

2차

2008.12.22

팔래스호텔

3차

2009.01.06

팔래스호텔

4차

2009.01.20

코리아나호텔

- 3개 재단 청사 현황
- 한국연구재단 PM제도 운영 방안
- 선진국 PM제도 운영현황
- 한국연구재단 정관(안)
- 설립추진 중점사안 대처방안
- 한국연구재단 PM 윤리규정(안)
- 한국연구재단 PM 운영규정(안)
- 한국연구재단 설립관련 설문조사 결과

5차

2009.02.10

팔래스호텔

- 3개 기관 인사규정 비교
- 한국연구재단 통합전산시스템 구축방안

6차

2009.02.24

팔래스호텔

- 한국연구재단 임원 선출방안
- 한국연구재단 PM제도 강화방안

한국연구재단 정관 및 조직·인사·PM운영규정

다.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들과 PM제도 도

(2009.3.30~6.25)

입·운영 등 17개 안건을 검토하였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연구재단법>이 제정·공포(2009.3.25) 후,
부칙 제3조에 따라 연구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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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던 설립준비위원회를 일부

정기구로서 정관 작성(부칙 제3조제4항), 임원 후

전문가들을 보강하여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보 추천(부칙 제3조제5항), 설립 등기(부칙 제3조

로 2009년 3월 30일 전환·발족하게 되었다. 설

제6항) 등 재단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

립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법 부칙 제3조에 따른 법

였다.

<표 3-1-3>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위원장

강태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설립준비위)

과학기술

서판길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

과학기술

송종인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

과학기술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

(신임)

과학기술

이공주

이화여자대학교 제약학과 교수

(신임)

과학기술

이상조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신임)

과학기술

이영무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설립준비위)

인문사회

김남국

강원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

인문사회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인문사회

김명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인문사회

배종대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인문사회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교육과학기술부

박항식

기초연구정책관

"

<그림 3-1-2>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사무국 및 실무 TF

설립위원회(13명)
(위원장 : 강태진)

교육과학기술부

조직TF
사무국(7명)
-교과부 연구정책과장
-과학재단 2명

인사TF
기획홍보TF

-과학기술협력재단 2명
-학술진흥재단 2명

정보화TF
예산회계TF
규정통합TF
통합이전TF
PM제도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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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위원회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

한국연구재단의 초대임원 선임에 대해 관심이 매

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존 3개 재단 관계자들로

우 높았던 만큼, 설립위원회는 각 학문·기술 분

“설립위원회 사무국(사무국장 : 교육과학기술부 연

야별 균형성을 고려하면서 전문지식과 식견, 경륜

구정책과장)” 및 “9개 분야 실무TF”를 구성·운영

과 덕망,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

하였다. 사무국은 한국연구재단 설립 관련 사항

정하고 투명하게 임원 후보자를 심사하였다. 설

사전검토, 설립위원회 논의안건 작성, 설립위원회

립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2009.4.28), 2차 서류

운영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실무TF는 3

심사(2009.4.30), 이사장/감사에 대한 면접심사

개 기관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각 분야별 쟁점사

(2009.5.4) 등을 거쳐 이사장(5명), 감사(4명), 비

항들을 자체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사무국에 보

상임 이사(51명) 후보를 해당 정부부처에 추천하

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였으며, 이사장(2009.6.1), 비상임 이사(총 12명,

설립위원회는 2009년 3월 30일 발족과 함께 제

2009.6.16)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감사는 기

1차 위원회 의결을 거친 임원후보자 선임계획에

획재정부 장관(2009.6.17)이 각각 내정하였다.

따라 한국연구재단 초대임원(이사장, 감사, 비상

설립위원회는 구성 목적에 따라 정기적(매2주)

임 이사) 후보자 모집을 우선 추진하였다.

으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8차례 회의를 통해 7

법에 따라 기관·단체 추천방식과 자유공모 방

건의 의결안건, 31건의 보고안건 등 총 38개의 안

식을 병행하여 임원 후보자를 모집하였으며, 이

건을 심의하였다.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에 응모한 후보자는 이사장 후보 15명, 감사 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관, 조직설계(국

보 19명, 비상임이사 후보 144명에 이르렀다. 당

제협력업무), 인사운영, PM제도, 기관 영문명칭,

시 학계, 연구계, 과학기술·학술단체 등에서는

내규규정 등에 대하여는 2~3명 정도의 위원으로

<표 3-1-4> 임원후보 추천 절차 및 내용(2009.4~6)
일정

절차
임원별 후보자

4.7~20

공개모집 및
추천의뢰

세부 추진내용
·공개모집 : 2개 주요 일간지(경제지 1개 포함)와 3개 기관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교과부,
재정부, 행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추천의뢰 : 대한민국학술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에 후보
추천의뢰(행정안전부, 설립위원회 위원에게 추천의뢰)
▼

4.28

임원별
서류심사 개최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적정배수의 면접 심사대상 인원 결정
▼

5.4

상근임원
면접심사 개최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심사 후 추천
·감사 후보자에 대한 면접심사 후 추천 (무순위로 3배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추천)
▼

6.26

임기 개시
(설립일)

·임명권자가 임명, 임원 임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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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검토를 실시하였다. 정

(2009.6.23) 직후 연구재단 이사장 내정자에게 인

관은 연구재단의 설립 목적, 이사회 운영, 임원·

계되었다.

직원구성, 예산·회계·기금 등 재단운영의 기본

설립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연

적인 사항들을 규정(총 6장 49조)한 것으로서 설

구재단의 공식 영문명칭으로 NRF(National Re-

립위원회(2009.5.12) 의결을 거쳐 2009.6.16일 교

search Foundaion of Korea)를 사용하기로 최종

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그 밖에 설

결정(2009.4.28)하였으며, 이와 함께 학문의 순환

립위원회에서 검토한 조직·인사운영방안, PM제

과 창조의 고리를 표현하는 현재의 로고를 확정

도 운영방안 및 11개 규정 등은 제8차 설립위원회

(2009.6.23)하였다.

<표 3-1-5> 한국연구재단 설립위원회 논의 안건
구분
1차(3.30)

2차(4.14)

3차(4.28)

4차(5.12)

의결사항

보고사항

1. 설립위원회 운영 지침

1. 설립준비위원회 운영 실적

2. 임원 후보자 선출 계획(안)

2. 설립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계획

1. 영문 명칭 선정(안)
2. 임원후보자 심사계획(안)

1. 제1차 회의 결과보고
2. 정원 및 예산 협의 진행상황
3. 설립위원회 주요 추진업무 및 향후 추진일정

1. 한국장학재단 권리·의무 이관(안)
2. 한국연구재단 영문명칭 선정(안)

1. 제2차 회의 결과보고
2. PM제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안)
3. 신규 PM모집방안
1. 제3차 회의 결과보고
2. 한국연구재단 조직설계(안)
3. 정원 및 인사·급여제도 통합 추진경과
4. 한국연구재단 PM선임방안

1. 한국연구재단 정관(안)

1. 제4차 회의 결과보고
5차(5.19)

-

2. 사무총장 선임계획(안)
3. 한국연구재단 정관(안)

6차(5.26)

-

1. 제5차 회의 결과보고
2. PM현황 및 모집방안 검토
3. 조직설계관련 주요쟁점 검토보고
4. 한국연구재단 직제규정(안)
5. 한국연구재단 인사규정(안)
1. 제6차 회의 결과보고
2.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방안
3. PM제도 운영 및 선임 방안

7차(6.9)

-

4. 설립등기 계획(안)
5. 이전 및 청사 활용 계획(안)
6. 2010년도 정부출연금 예산(안)
7. 한국연구재단 주요 규정(안)
1. 제7차 회의 결과보고

8차(6.23)

-

2.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3. 주요 규정 제정(안)
4. 사무국 업무 마감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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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한국연구재단 기본 로고
디자인

개발방향

설명
•하나로 이어지는 두 개의 띠는 인문과 과학의 통합 및 연구자와 정부를 이어주는 Linker로

학문의 순환과 창

서의 연구재단의 모습을 의미하여, 커다란 원형의 고리는 학문의 순환과 끝없는 창조, 동시

조의 고리

에 세계와 교류하는 연구재단의 국제성을 상징
•기관의 위상과 비전은 블루컬러로, 연구자 친화적인 기관의 이미지는 그린컬러로 표현

설립위원회는 2009년 6월 25일 <한국연구재단

라. 한국연구재단 출범(2009.6.26)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연구재단이 출범한 2009년 6월 26일 자

한국연구재단은 국내외 많은 연구기관 단체들이

동 해산하였다. 한편, 기존 3개 재단은 각각 이사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2009년 6월 26일 공식 출범

회를 개최하여 재단의 해산을 의결하였으며, 한국

하였으며, 2009년 7월 28일 창립이사회를 거쳐 본

과학재단은 설립법인 <한국과학재단법>의 폐지에

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창립이사회에서는 한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승인(2009.6.17)을 받

국연구재단 설립경과 및 예산(안) 등 2개 안건을

아 해산 등기를 완료하고, 한국연구재단 설립 직

보고하고, 주요규정 11건에 대한 규정제정(안), 선

전일에 해산하였다.

임비상이이사 선임(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임원은 기관장인 이사장을 비롯하

<표 3-1-7> 한국연구재단 초대 임원 현황
당연직이사

성명

소속/직위

추천기관

비고

이사장

박찬모

前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기초기술연구회

공학

허남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인문대학장협의회

인문

비상임이사

당연직이사
감사

홍성군

창원대 독문과 교수

인문대학장협의회

〃

김병국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행정안전부 인재DB

사회과학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행정안전부 인재DB

〃

도영규

KAIST 자연과학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자연과학

이혜숙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장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

최경희

중앙대 대학원장

기초기술연구회

함인석

경북대 의대 교수

한국신경외과학회

〃

김광호

부산대 재료공학부 교수

공과대학장협의회

공학

박종근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기초기술연구회

〃

배상현

조선대 컴퓨터통계학과 교수

공모

〃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

행정안전부 인재DB

기타

-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

최건모

前 교육과학기술부 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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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2명의 비상임이사, 2명의 당연직 정부이사(교

예산 절감과 PBS(Project Base System) 제도를

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및 감

활용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

사로 구성되었으며, 조직은 사무총장, 5본부, 2센

하였으며, 기존 3개 기관의 직급 및 보수체계 통

터, 33개단(원자력연구센터, 감사실 포함)으로, 기

합, 청사 이전(서울 임대사무실 → 대전 신축사무

관의 총 정원은 통합 전 3개 기관 정원의 합인 333

실) 등을 통해 통합된 조직의 안정에 매진하였다.

명에서 17% 감축한 275명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그림 3-1-3> 한국연구재단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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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한국연구재단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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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조직

주요기능

사무총장

이사장의 명을 받아 재단의 사업 및 경영 업무 담당

기초연구본부

자연과학, 공학분야에서 bottom-up 형태의 창의적 연구 및 학제간 융복합 연구 지원

인문사회연구본부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bottom-up 형태의 창의적 연구 및 학제간 융복합 연구 지원

국책연구본부

생명, 나노, 에너지, 우주, 원자력 등 국가전략에 따른 Top-down형 국책연구 지원

연구진흥본부

대학 재정지원, 산학협력, 인력양성 등 지원

경영관리본부

재단의 조직, 국회, 인사, 예산, 정보화, 기금사업 등

국제협력센터

국제협력활동, 국제화사업 등 지원

전략기획홍보센터

연구개발 전략기획, 국내외 동향조사, 대내외 홍보 등

국
제
협
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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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연구재단의 발전(2009~2012년)

1차 조직 개편 개요

•추진추체 : 조직효율성 제고 TF (사무총장 주재)

(1) 조직 슬림화 및 전문성 강화 추진

•주요 논의사항 및 추진결과
-연
 구사업관리담당관(PO, Program Officer) 재정립

한국연구재단은 출범 이후, 조직의 안정화, 사업

→ PO 제도화ㆍ전문화

의 체계화, 국가 연구개발 및 학술진흥을 위한 다

-학
 문단과 지원단 업무조정 → 학문단(장)의 역할

양한 정책기획·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과

과 권한 강화
-본
 부간/본부내 기능조정 → 기능조정을 통한 조

정에서 1차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직 슬림화

맞추어 조직효율성 제고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중
 장기 관점의 구조/기능 조정 → 제2차 조직 개
편 추진

기능 조정을 통한 조직 슬림화(보직인원 감축 등)

•조직 규모 및 보직자 수 조정

및 학문단의 역할 강화 등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

-조
 직 : 5본부2센터 34단39팀 (총 98) → 6본부1센

로 1차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2010.7.23, 제5차

터 18단16실33팀 (총74)
-보
 직자 : 101 → 77 (24명 감소, PO 18명, 임원 및

이사회 의결). 그 주요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무총장 포함)

<그림 3-1-4> 1차 조직 개편 후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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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효율화 추진

단으로 통보하였고, 연구재단은 경영개선 이행계

한국연구재단 출범 1년이 경과한 2010년 6월, 물

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2010.9~).

리적인 통합은 완성이 되었으나, 타기관 출신·구

연구재단은 경영개선 이행과제를 추진하는 중

성원들 간의 융합이 부족했으며, 기관운영, 사업

에 제2대 이사장으로 오세정 서울대학교 교수가

관리, 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

취임하였다. 그간의 경영개선 이행과제를 내실화

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감사원 지적(2010.6), 기
관평가 미흡(C등급) 등 대외적인 지적들과 함께 내
부적으로 비효율적 의사결정체계로 인한 업무 미

2차 조직 개편 개요

•주요 내용

숙, 인사·복무·보수에서의 방만한 운영 등 문제

-전
 략기획홍보센터 폐지 및 기획조정실ㆍ정책연구

점들이 대두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문

실 신설
-유
 사 학문단 통합 및 전문위원(RB, Review Board)

제점들을 인지하고, 2010년 7월 연구정책과장(반
장) 및 부내 실무자 등 11명으로 ‘한국연구재단 기

체제 개편
•조직 규모 및 보직자 수 조정

관운영 종합실태점검반’을 조직하고, 2010년 7월
19~23일, 5일간 재단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태점
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다양한 분야의 개선사
항을 도출하여 2010년 8월 30일 그 내용을 연구재

-조
 직 : 6본부1센터 18단16실33팀 (총74) → 5본부1
센터 13단16실34팀 (총69)
-보
 직자 : 77 → 72 (5명 감소, 임원 및 사무총장
포함)

<표 3-1-9> 한국연구재단 운영 개선 방향
분야

주요 내용
① 산·학·연·연구행정 전문가가 균형을 이룬 조직으로 재설계

거버넌스

②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
③ 내부 의사결정체계 혁신(간부회의 개선, 보고체계 개선 등)
④ ‘학문단장 모임’을 해산하고 단장 이상 간부의 공적 책임성 강화
① 별정직 외부교수에 대한 정원·인사·복무·보수체계 전면쇄신
② 「국내외 출장 및 복무관리 효율화 대책」 수립·시행
③ 총정원제 개선, 직종·직군체계 재정비, 인사·복무관리 개선

경영

④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수립·시행 → 우수직원 양성체계 확립
⑤ 총인건비제 개선(총정원과 연계),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⑥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⑦ 부적정 예산집행액 환수, 「예산집행 효율화방안」 마련·시행
⑧ 맞춤형 「고객지원강화대책」 수립, 연구관리시스템 조기통합 등
① 본부별 「PM협의체」 구성·운영 의무화
② PM 기획기능 강화 → 학문분야별 발전전략 수립

사업관리

③ 창의·융합·모험연구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④ 기초/인문/국책간 공통 평가절차·기준 마련(프로세스 표준화)
⑤ 상피제 엄격적용, 전문위원 선임절차 및 활용계획 수립
⑥ 「기획심사평가비」 편성기준 마련 및 예산절감 추진

※ 출처 : 한국연구재단 종합실태점검 결과(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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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하며,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던 연구개발인력교육원

PM조직의 합리화·전문화, 경영기획 및 총괄·

을 KISTEP에서 한국연구재단 부설로 KISTEP 제

조정 기능 강화,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을 위한 2

61회 임시이사회 의결(2011.3.24), 한국연구재단

차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2011.2.23, 제10차 이

제1차 이사회 의결(2011.4.22) 및 정관변경에 대

사회 의결).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2011.5.3)을 통해 이관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2011.3.28)

하였다.

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

연구재단은 출범 3년차를 맞아 제3대 이사장으

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로 이승종 서울대학교 교수를 맞이하였다. 이와 함

R&D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께 PM의 전문성·자율성 강화, 의사결정 단계 축

<그림 3-1-5> 2차 조직 개편 후 조직도

감사

이사장

감사실

사무총장

이사회

전략기획팀

정책연구실

감사팀

성과관리팀

기초연구본부

IT
자 생
·
의
연 명
공 융
약
과 공
학 합
학
학 학
단 과
단
단 단
학
단

기
초
연
구
총
괄
기
획
팀

일
반
연
구
지
원
팀

인문사회연구본부

기
초
연
구
지
원
실

선
도
연
구
지
원
팀

사
인
회
문
과
학
학
단
단

국책연구본부

문
화
융
복
합
단

인
문
사
회
연
구
지
원
실

생
명
공
학
단

나
노
융
합
단

녹
색
기
술
단

거
대
과
학
단

인
문
사
회
연
구
총
괄
기
획
팀

인
문
사
회
연
구
지
원
팀

원
자
력
기
술
팀

원
자
력
협
력
팀

방
사
선
기
술
팀

국
책
연
구
총
괄
팀

핵
융
합
단

원
자
력
단

학
술
진
흥
지
원
팀

학술진흥본부

국
책
사
업
기
획
실

교
육
역
량
강
화
팀

G
P
S
지
원
팀

학
술
기
반
조
성
실

B
K
21
지
원
팀

연
구
중
심
대
학
육
성
팀

연
구
중
심
대
학
관
리
팀

G
P
S
지
원
실

W
C
U
지
원
단

산
학
협
력
팀

L
I
N
C
사
업
팀

경영관리본부

산
학
협
력
지
원
실

국제협력센터

국
제
협
력
기
획
실

재 전
경 정 략
영 기 홍
실 금 보
실 실

인
재 기 평
사 정 무 금 가
경 보 회 관 전
영 팀 계 리 략
팀
팀 팀 팀

정
책
홍
보
팀

국
제
전
략
기
획
팀

국
제
전
연
구
사
업
팀

미
주
구
주
팀

아
시
아
팀

미
주
구
주
협
력
실

아
프
리
카
국
제
기
구
팀

아
시
아
아
프
리
카
협
력
실

기
획
예
산
팀

기
획
조
정
실

사
업
총
괄
팀

연
구
비
관
리
팀

5본부 1센터 13단 16실 34팀(총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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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연구재단 PM제도 도입 및
발전

소를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PM조직은
이사장 직속으로 하고, 학술/국제/경영 등은 사무
총장을 경유하여 이사장이 관장하도록 조직 개편
을 실시하였다(2012.2.24, 제15차 이사회 의결).

우리나라 PM제도는 1993년 구 과학기술처 산하

이렇듯 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

연구관리전문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EPI)

운용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출범 이후부터 계속 조

에서 정부출연(연)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파견 받

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

아 운영한 전문위원 제도가 시초이다. 이후 한국

지 않고 있다.

과학재단(KOSEF), 한국학술진흥재단(KRF) 등

<그림 3-1-6> 2012년 12월 현재 조직도

감사

이사회

이사장

감사실

(부설)연구개발인력교육원

감사팀

사무총장

기초연구본부

전
자
자 생
정
의
연 명
공 보
약
과 공
학 ·
융
학
학 학
단 합
단
과
단 단
학
단

기
초
연
구
총
괄
기
획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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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연
구
지
원
팀

인문사회연구본부

기
초
연
구
지
원
실

선
도
연
구
지
원
팀

인
문
학
단

사
회
과
학
단

문
화
융
복
합
단

인
문
사
회
연
구
지
원
실

인
문
사
회
연
구
총
괄
기
획
팀

인
문
사
회
연
구
지
원
팀

국책연구본부

생
명
공
학
단

원
자
력
기
술
팀

나
노
융
합
단

원
자
력
협
력
팀

녹
색
기
술
단

방
사
선
기
술
팀

거
대
과
학
단

미
래
원
자
력
시
스
템
사
무
국

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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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
책
연
구
총
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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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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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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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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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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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팀

학
술
기
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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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연
구
중
심
대
학
육
성
팀

G
P
S
지
원
실

연
구
중
심
대
학
관
리
팀

W
C
U
지
원
실

산
학
협
력
팀

산
학
협
력
지
원
실

L
I
N
C
사
업
팀

경영관리본부

재
경 정
영 기
실 금
실

국제협력센터

국
제
협
력
기
획
실

전
략
홍
보
실

인
재 기 평
사 정 무 금 가
경 보 회 관 전
영 팀 계 리 략
팀
팀 팀 팀

정
책
홍
보
팀

국
제
전
략
기
획
팀

국
제
전
연
구
사
업
팀

미
주
구
주
팀

미
주
구
주
협
력
실

아
시
아
아
프
리
카
협
력
실

아
시
아
팀

아
프
리
카
국
제
기
구
팀

정
책
연
구
실

정
책
연
구
팀

성
과
관
리
팀

기
획
예
산
팀

기
획
조
정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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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총
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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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

문적 수월성 성취자(박사학위 15년이상, 석사학

는 PM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연구기획이

위 20년이상)로, “전문위원(RB, Review Board)”

나 과제선정 등의 과정에서 참여가 미흡하고 정부

은 해당 학문분야 주요 국제학술회의 초청강연자

계획에 따른 단순 사업관리에 치중하여 소극적으

수준의 학문적 수월성 성취자(박사학위 10년이상,

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

석사학위 15년이상)로 제한하였다.

은 <한국연구재단법> 제15조에 따라 PM제도를 의

(2) PM의 역할 강화

무적으로 도입·운영토록 하였다.

한국연구재단 PM은 기존의 소극적 업무형태에서

가. PM제도의 도입

벗어나 연구기획, 과제선정·평가, 진도관리, 성
과관리 등 연구개발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

(1) PM 구분 및 자격요건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한국연구재단 설립과 함께 상근 PM은 분야별 연

먼저, 연구기획 분야에서 PM은 매년 교육과학

구사업의 전문성이 중시되는 기초연구본부, 인문

기술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사회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의 본부장(3) 및 단장

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각 소관 학문·기술분야

(18) 등 총 21명으로 하고, 세부 분야별로 본부장

별 국내외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여 분야별 특

및 단장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위원들을

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기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

운영하기로 하였다.

도록 하였다.

또한 PM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각 학

다음으로, 연구과제 선정·평가과정에서 PM은

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PM으로 위촉할 수

평가자를 선정하고,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있도록 자격 요건도 강화하였는데, “본부장”은 해

일반연구자지원사업(2009년, 예산 2,548억)에 대

당 학문에서 세계 유명학회 펠로우 수준에 준하는

해서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학문적 탁월성 성취자(박사학위 20년 이상, 석사

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평가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학위 25년 이상)로, “단장”은 해당 학문분야의 주

했다. 특히,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5%범위 내에

요 대형연구과제 책임자(SRC, ERC, 창의사업 등)

서는 별도의 평가(Peer Review) 없이 PM이 직접

또는 우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수준에 준하는 학

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 3-1-10> 한국연구재단 PM현황(2009년)
구분

본부장

기초연구본부

기초연구본부장

인문사회연구본부

인문사회연구본부장

국책연구본부

국책연구본부장

단장
수리과학단장, 화학화공소재단장, 생명과학단장, 의약학단장,
공학기반단장, 전자정보단장, 융합과학단장
어문학단장, 역사철학단장, 법정상경단장, 사회과학단장, 문화융복합단장
생명단장, 나노융합단장, 녹색기술단장, 우주단장, 핵융합단장,
원자력연구센터장

전문위원
108명
80명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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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국내외 PM제도 비교
구

분

법적지위

세부역할

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

미국과학재단(NSF)

한국연구재단(NRF)
독일연구협회(DFG)
공공기관(민간전문가)

위탁기관(민간전문가)

정부기관+전문기관(공무원)

평가자선정

△

O

O

지원대상과제추천

X

O

O

최종결정

X

O

△

그 밖에, 진도관리 단계에서는 컨설팅 개념의

(4) 우수 PM 영입

중간·단계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토록

PM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

하였고,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추적평가 등을 통해

가를 PM으로 영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과제종료 이후에도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점

다. 이를 위해 PM의 복무상 제약조건을 완화하

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 처우를 강화하며, 채용방식을 개선할 필요성
이 있었다.

(3) PM의 책임성 강화

복무 및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그 동안 한국과

한국연구재단 PM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학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에서는 PM으로 일할 경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 공정성을 위해 현재 수행중인 연구사업의 과제

장치도 함께 검토되었다.

책임자를 포기하고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들을

먼저 한국연구재단 내에는 각 프로세스별 바람

지도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PM으로 일할 수

직한 실행규범을 마련하고, PM내부평가체계 구축

있는 우수한 교수를 영입하는 데에 커다란 제약

등 자율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PM의 윤리 위반

조건이었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PM들이

사항에 대하여 조사·처리하는 PM윤리위원회를

수행중이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계속수행을 허

운영하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는 <한국연

용(신규과제 진입은 불허)토록하고 1주일에 1~2

구재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PM의 공정한 업무

일 정도는 본 소속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대

수행 여부를 점검·평가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학원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 소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민

속기관에서 부담하던 PM의 인건비는 연구재단에

간위원장, 외부전문가(9),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

서 보전토록 하였다.

구정책관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자 선정의 공

PM의 채용과 관련하여, PM 추천위원회의 기능

정성, 과제선정의 적절성,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

을 강화하여 대내외적으로 덕망이 높은 교수, 연구

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평가하도

자, 기업체 근무자, 퇴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후

록 하였다.

보자 풀을 상시 구축·운영토록 하고 우수한 PM
에 대해서는 임기를 종료한 이후에도 연임할 수 있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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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PM제도 개선 요약
구분
시행계획

현행(과학재단, 학진)

개선(한국연구재단)

·교과부에서 수립

·PM이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단장의 책임 하에 전문위원단에 소위를 구성하

기획연구 및 동향조사 ·외부 용역으로 필요한 기획 추진
연구사업
관리측면

과제선정
대형과제 진도관리

여 추진

·중립적인 선정작업의 관리자(직접 평가

받아 일정예산 범위 안에서 과제 발굴, 지원

에는 미참여)

·차년도 연구비 조정 차원에서 접근·실시 ·컨설팅 개념 도입

연구성과 우수자 지원 ·결과평가 최고등급 부여(가산점 부여)
연구성과 관리·확산

우수PM
영입
PM
책임성

연구 연속성 보장
PM 추천위원회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전문위원들의 협조를

·과제종료후 추적평가 실시, 연구성과 활용·확산

-

실태점검 등

·단장의 연구 공백에 대한 배려 부족
·공모나 기관 추천에 의지

외부평가

-

나. PM제도의 운영

·후속연구과제 지원 가능

·현직에서도 기존 연구사업(연구실) 계속수행 허용
·복귀 후 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상시로 후보자풀을 관리하고 공석 발생시 섭외
활동까지 수행
·교육과학기술부에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운영하여
PM들의 공정한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법정사항)

지인 14명의 PM은 직위를 승계하였으며, 신설 또
는 임기가 만료된 7개 직위의 PM들을 선임하였다

(1) 규정 제정 및 신규 PM 선임(2009년)

(2009.7~9월). 또한 업무의 연속성 및 우수인재

PM제도는 한국연구재단 설립 이전부터 논의되어

의 영입 등을 위해 2009년 10월부터 임기종료 예

왔으며, <한국연구재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

정인 14개 직위에 대하여 PM 공모를 실시하였으

하였으므로 재단 출범과 동시에 관련 규정을 제정

며, 2010년 1월에 선임 완료하였다.(신규 11명 2년

하였다. 연구재단 내규로서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임기, 재임용된 기존 PM 3명은 1년 임기)

(PM)에 의한 연수사업관리를 명시한 <연구사업관

연구재단의 PM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과

리제도 운영규정> 및 <연구사업관리전문가 윤리

의 상호이해 증진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PM

규정>을 제정하였다.(2009.7.28, 제1차 창립이사

제도의 정착 및 발전, 연구개발사업 선진화, 교육

회 의결) 운영규정에는 PM의 임무, 권한과 책임,

과학기술부-연구재단 간 역할분담 등을 논의하기

자격요건, 임용방법, 복무/처우/신분, 자율성·독

위해 2010년 1월 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합동

립성·중립성 보장, 평가 등 PM과 관련한 제반 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총 99명이 참가하였으며,

용들을 명시하였다. 윤리규정에는 PM이 지켜야

2010년도 업무계획 및 현안 등도 같이 논의되었

할 공정성, 책임성 등을 명시하고, PM윤리위원

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재단은 PM제도를 안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규정 제정과 함께 기존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

같이 노력하였다.

진흥재단의 PM들 중, 임기가 2009년 12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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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M의 책임성 강화(2010년)

해 외부평가의 구체적 방법론을 설계하고, 법정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연구재단법> 및 동법 시

위원회인 ‘외부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정립 및

행령에 정의된 대로 PM들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

구성·운영 방향 등을 마련하고, 2010년 하반기

가를 위한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

에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재단 내부의견 수렴, 간

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평가를 실시하

담회 등을 거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2010.9~10

였다. 우선, 2009년 12월 추진방향에 대한 기본계

월) 2010년 11월 3일 외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획을 수립한 후, 2010년 상반기에 기획연구를 통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7> 평가 절차 및 방법
외부평가위원회(매년 초)

•PM 업무 수행계획 보고
(본부장)

분과별 소위원회(매년 10~11월)

•본부별 추진실적 점검
• 1차 서면평가실시

<그림 3-1-8> 외부평가위원회 구성도

외부평가위원회(매년 말)

•분과별 평가결과 총괄 조정
• 연구자(외부고객) 의견수림
• 최종 등급 부여

외부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 산학연 전문가
11인 이내
* 당연직 : 기초연구정책관
* 간사 : 연구정책과장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7조)

외부평가위원회(매년 초)

분과별 소위원회(매년 10~11월)

외부평가위원회(매년 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외부 평가위원회 위원

외부 평가위원회 위원

외부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위원*>

<위촉위원>

<위촉위원>

외부전문가 6인

외부전문가 6인

외부전문가 6인

<당연직 위원>

<당연직 위원>

<당연직 위원>

교과부 담당과장

교과부 담당과장

교과부 담당과장

연구재단 내부평가위원 1인

연구재단 내부평가위원 1인

연구재단 내부평가위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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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 외부평가위원회 명단
분야

성명

소속

구분

위원장

이승종

서울대 특임부총장

학계

신성철

KAIST 부총장

학계

노정혜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

학계

김학민

재료연 단장

연구계

박영준

서울대 전기공학 교수

학계

기초분과 소위 위원장

문대원

표준연구원 단장

연구계

국책분과 소위 위원장

학계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당연직

배종대

고려대 법학 교수

김남국

강원대 영문학 교수

학계

류지성

삼성경제연 연구전문위원

산업계

김남두

서울대 철학 교수

학계

윤헌주

교과부 기초연구정책관

정부

비고

인문사회 분과 소위 위원장

<표 3-1-14> 평가지표 및 기준 요약
구분

부문
리더십

본부장

리더십

평가지표
비전/목표
설정

평가기준(위원회 평가)
·조직 구성원에게 비전과 목표를 제시
하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
였는가?

조직관리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활성화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는가?

전략기획ㆍ

비전 및

관리(전문성)

전략설정

전략기획ㆍ

효율적

관리(전문성)

사업관리

학문

업무수행

단장

(공정성)

공정한
업무수행
(공정성)

선정
과정의
적합성

평가과정
의 투명성

고객만족

대외

(성실성)

활동·관리

공유 노력 실적
·PM협의체 운영실적·간담회/세미나
실적 등

30

30
70

총계

100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예측 등을 통해

·분야별 사업기획서

기술별·분야별 발전비전 및 육성전략

·비전, 발전전략 등 기획 성과자료

등 사업기획을 수행하였는가?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
·평가지표,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적절한
노력을 하였는가?

평가자

·본부 업무추진계획·비전/목표 현황 및

가중치

소관 학문단장 평가결과

·창의·도전·융합연구 등을 위한 평가

공정한

근거자료(재단 제출)

30

·분야별 과제평가계획서
·분야별/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적용 실적

30

·기타 평가제도 개선실적

·평가위원 구성시 상피제도를 적용하
였는가?
·전문성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하였는가?
·다양한 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였는가?
·평가제도·절차는 합리적인가?
·과제심사평가시 전 과정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였는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충분히 노력
하였는가?

·사업별/분야별 평가위원 구성실적
(단장, 평가위원, RB등 상피현황)
·사업별/분야별 평가위원 전공·경력

60

현황
·분야별 과제평가계획서
·과제심사평가 및 선정결과(심사과제/심
사위원별 평가점수, 단장소속기관 과제

60

선정 비중 등)
·연구현장 의견수렴/ 대외활동 실적
·사업관리제도 개선실적

10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총계

100

213

정책자료집 ➍ 과학기술 혁신

확정된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재단 자체 내부평

함으로써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기여하였

가(2010.11.3~8), 소위원회 개최(2010.11.16.~17)

으나, 평가자료의 구체성 미흡, 평가시간 부족 등,

하고, 연구재단 직원,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전

부족한 점들이 지적되었다. 이에 2011년은 PM 외

문위원(RB) 등 PM의 주요고객을 대상으로 인터

부평가를 내실화하여 PM의 업무 프로세스를 점

뷰(2010.11.22~24)를 실시하였다. 2010년 12월 1

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업무추진에 환류함

일 외부평가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으로써 PM제도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선

를 확정하고, 정성적 평가의견을 PM들에게 통보

진화라는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몇몇 사항

하였다. 또한 PM외부평가를 통해 PM제도 및 운

들을 개선하여 ‘2011년도 PM 외부평가 추진계획’

영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을 수립(2011.5.31)하였으며, 세부 실시방안에 관
한 연구를 착수하였다(2011.5월~).

PM 제도 및 운영 개선방향(안)

■P
 M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신규 PM에
대한 직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PM 채용 공고시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제시
•PM 채용과 동시에 사업관리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실시

2011년도 PM외부평가와 관련하여 1차 외부평
가위원회를 개최(2011.6.22)하고, 평가 소위 구성
변경, 평가결과 등급 재조정 절차 삽입 등을 보완
하여 PM 외부평가 추진계획을 연구재단으로 송부
(2011.6.27)하고, 세부적인 평가편람 작성에 착수
하였다. 평가편람은 개선된 평가지표를 근간으로

■ 사업 및 기술 기획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보강

하면서, 해당 지표에 대한 평가 착안점을 보다 구

•기초연구본부의 기획사업비(3.5억, PM별 0.5억)를

체화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들을 예시하

활용하여 기술동향조사, 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을
보다 활발하게 실시
-신
 규 사업기획의 경우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하여 추진 필요
-기
 획사업의 연구결과가 제도화, 예산 확보 등을 이
어질 수 있도록 추진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교과
부와 충분히 소통
•기획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전문 인력 보강
•신규 사업기획을 외부기관에 맡기더라도, 기획과정
에서 PM과 PO의 역할을 강화

였다. 또한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을 개발하여 PM
별로 업무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소위원회가 서면평가 및 대
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항들은 2
차 외부평가위원회 개최(2011.10.19)를 통해 확정
하고, 연구재단에 통보하였다.
이후 PM별 자체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소위원회 서
면평가를 실시(2011.11.17~18)하였으며, 대면(현장)

■ PM과 교과부간 업무교류 활성화

평가(2011.11.25), 고객만족도 조사(2011.11.1~29) 등

•PM과 교과부 담당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관련 업무

을 토대로 PM별 평가등급과 평가의견서를 마련하

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

고, 3차 외부평가위원회(2011.12.9)를 통해 확정하
였다. 평가결과는 S등급의 경우, 연임 희망시 지
원, 직책수당 인상 등 우수 PM에 대해 인센티브를

(3) PM 외부평가 내실화(2011년)

부여하는 데에 활용하였으며, PM 평가결과를 원

2010년 외부평가는 PM들의 업무실적 등을 점검

소속기관(기관장)에 통보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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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세부 목표
•PM의 공정한 업무수행여부를 확인
•기획력 등 민간 전문가로서의 전문역량을 강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외부평가 추진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
•PM외부평가의 활용성 제고
▶ 2010년도 외부평가 문제점 및 2011년도 개선사항
2010년 외부평가

2011년 외부평가
•PM별 업무계획 제출 도입

•PM 업무계획과 평가와의 연계 부족

•PM에 대한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미흡사례에 대한 보완책도

•PM에 대한 실적점검에 치중
•평가지표별 판단기준 및 평가자료의 구체성 미흡

⇒

•분과 소위원회별 평가시간 부족

함께 제시
•제출평가 자료를 구체화하고 정성평가를 도입
•워크샵 형태의 심층평가를 추진하고 PM당 전담 평가위원 배정

•고객만족도 조사와 평가와의 미연계

•고객만족도 조사를 평가결과에 반영

▶ 평가지표 개선
•학문단장
구 분
전문성(20점)

평가지표

평가자료(안)

비전 및 전략수립의합리성 (10점)

·분야별·사업별 비전 및 전략수립 실적·전문위원회 개최실적

사업 및 기술기획의전략성 (10점)

·기획실적(기술동향분석, 과제기획, 사업기획 등)·기획결과의
R&D사업화 반영실적

평가 제도·절차의합리성 (25점)
공정성(50점)

·분야별·사업별 평가계획·분야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설정
여부 및 적절성

평가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25점)

·평가위원 구성실적(상피현황)·평가결과의 공개여부 및
이의제기 현황·원 소속기관 및 출신학교 과제비중 변화 추이

책무성(20점)

업무계획대비 성과달성 정도(10점)

·연초 업무계획 대비 성과달성 실적

책무성(20점)

사업관리 제도의개선 노력 (10점)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실적·2010년 평가결과 이행실적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및 소통

·RB, 연구자, 담당관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고객만족도(10점)

•본부장
- 평가방법 : 소관 학문단장 평가결과(70%)와 리더쉽(30%)점수 합산
- 리더쉽 평가지표
구 분

평가지표
비전 및 목표설정(10점)

리더쉽(30점)
조직관리 역량(20점)

평가자료(안)
·본부 업무추진계획
·본부 비전/목표 공유를 위한 노력
·PM협의체 운영실적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실적
·업무조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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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5> 본부장 평가지표별 평가 기준
구분

평가지표

평가 착안점

리더쉽

비전 및

(30점)

목표설정 ·본부장의 목표와 업무계획은 정부정책(교과부 사업

·소관 본부의 발전을 위한 타당한 목표와 계획을 제

평가 자료(예시)
·자체 평가보고서

시하였는가?
추진계획 등)에 부합하는가?

<근거 예시>
·본부장의 업무계획, 목표 수립 관련 현황

·소관 본부의 직원들에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하
였는가?
·교과부 및 연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였
는가?
리더쉽

조직관리

(30점)

역량

·소관 본부의 사업계획과 추진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
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사업의 분야별 예산 배분은 합리적으로 총괄·조정
하였는가?
·사업의 성과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
였는가?
·소관 본부의 단장과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하

·자체 평가보고서
<근거 예시>
·사업관리의 총괄·조정 실적
·사업일정에 맞는 업무추진실적
·분야별 예산배분실적
·사업의 성과활용 촉진 실적
·PM협의체 운영실적
·본부 소관 단장과 내부직원들과의 소통 노력실적
·교과부 및 연구자들과의 회의 및 간담회 실적

였는가?

<표 3-1-16> 학문단장 평가지표별 평가 기준
구분

평가지표
비전 및
전략수립의
합리성

평가 착안점
·소관 학문단의 발전을 위한 타당한 업무계획을 제시하
·단장의 목표와 업무계획은 정부정책(교과부 사업추진계
획 등)에 부합하는가?

방안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였는가?

(30점)
사업 및
기술기획의
전략성

·소관 분야의 학문적 특성, 연구과제 신청수요 등을 적
절히 반영하여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
력하였는가?
·업무기획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전문위원 등) 및 정책
입안자(정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평가 계획(지표, 절차, 방법
공정성
(40점)

평가
제도·절차
의합리성

<근거 예시>
·단장의 업무계획, 목표 수립 관련 현황
·자체 평가보고서
<근거 예시>
·분야별 연구동향 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실적
·평가개선방안 수립실적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업무이행실적
·소관 분야의 전문성 강화 실적
·기획 추진 절차
·자체 평가보고서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였는가?
·평가위원 구성 방안(선정기준 등)이 타당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근거 예시>
·세부 평가계획

·전문위원이 평가위원 추천, 평가 결과 검토 등에 합리적 ·평가위원 구성 방안
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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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평가보고서

였는가?

·소관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평가개선

전문성

평가 자료(예시)

·전문위원의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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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계획의 평가위원 구성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자체 평가보고서

·평가위원 구성 시 상피제도를 적용하였는가?
·전문성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
하였는가?
공정성
(40점)

평가

(상피기준 및 적용현황)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위원 전공·경력 현황)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하는 합리적 절
차를 거쳤는가?
는가?
인 도움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대비
정도

·평가 결과 활용 현황
·PM 전후 원 소속기관 및 출신학교 과제비중 변

·평가결과가 피평가자에게 피드백됨은 물론 그에 실질적

성과달성

·평가결과 공개여부 및 이의제기 신청현황, 처리
절차와 결과

·이의제기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대응조치 하였

업무계획

<근거 예시>
·평가위원 구성 실적

화 추이, 과제 신청 대비 선정된 연구비 점유율
또는 선정율 등 관련 현황

·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추진결과가 우
수하게 달성되었는가?
·소관 학문단 과제에 대한 성과 관리를 적절하게 추진하
고 있는가?

·자체 평가보고서
<근거 예시>
·업무계획 대비 목표 달성 현황
·미달성시 미진 사유

책무성
(20점)
사업관리
제도의
개선 노력

·연구사업 관리 관련 법령 및 운영 규정을 잘 준수하였
는가?
·연구사업 관리 효율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하였는가?

·자체 평가보고서
<근거 예시>
·규정 준수 활동 현황
·관련 제도 수립 및 개선 현황

(4) 전문위원(RB, CRB) 운영 개선 등(2012년)

례 간담회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전문위원 운영

PM제도의 도입 목적 중의 하나는 전문가에 의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였다(2012.4~5).

연구사업 관리를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재단 출범 이후, PM들은
과제 평가와 관리 업무로 인해,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연구개발사업 기획·발굴에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2012년은 PM의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RB, CRB)들이 각 기술 분야 전문
가로서 평가활동을 주도하고, 학문단장은 소관 분
야 기획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전문위원 운영 개선방안 요약

•본부장, 단장의 평가부담 경감 및 기획기능 강화
•책임전문위원(CRB, Chief RB) 선임 및 평가업무 일
부 위임
•전문위원(RB) 규모 확대(분야별 1인→2~3인) 및 연
차평가 도입
•전문위원 선임 절차 개선 (학회추천 → 자격검토, 심
의위원회를 통해 검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간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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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전문기
관으로서 연구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기초·원천
연구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출범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한 효
율성 향상, PM 제도 정착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
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3조원 이상의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는
단순한 사업관리뿐만 아니라, R&D 연구의 발전
과 미래비전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그에 맞춘 정책
을 발굴·기획하여 세계적 연구지원기관으로 발
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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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 한국연구재단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
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①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2.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3.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5.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6.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7.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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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③재
 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후
보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제
 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감
 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이사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
④이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재단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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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재단의 업무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① 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
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이하 "연구사업관리전
문가"라 한다)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이하 "연구사업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무, 권한 및 책임
2.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채용방법
3.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기, 복무 및 처우
4. 업무수행에 있어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율성,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5. 연구사업관리전문가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면하되,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歲入)·세출(歲出)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
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
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
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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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9518호, 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과학재단법은 폐지한다.
제3조(설립준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
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설립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추천받
은 후보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제6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⑤이
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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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재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
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되거나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⑧ 설립위원회는 재단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
과학기술협력재단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이 법에 따른 재
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
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
기술협력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
하여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
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
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명의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의 명의
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른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행위는 재단의 행위로 보
며,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에 대한 행위는 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 및 학자금 지
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행위는 제외한다.
제6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직원 중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승계하는 직원은 제
외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및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 및 「학술진흥 및 학자
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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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과가 큰 기초·원천연구, 미개척 분야에 대한

제2절

연구지원제도 개선

창의적·도전적 연구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적으
로 확대해 가고 있다.
<그림 3-2-1> 정부 R&D투자 중 기초·원천연구비 비중
(2008~2012)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43.5
35.2

(1) 정책 추진 배경

37.3

ʼ10

47.4
ʼ11

50.3
ʼ12

ʼ09

ʼ08

2009년 4월 21일 제42회 과학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훌륭한 과학자 1명이 유전
(油田)보다 가치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는 곧

이에 따라 국가 R&D 재원의 배분 뿐만 아니라

핵심 과학기술자 1명이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또한 창조형 R&D에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명박 정

맞게 개선하고, 연구자들이 오직 연구에만 전념

부는 이러한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연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

구자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구축”을

초기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호에 새 엔진을!
국정과제 개요

과학기술 강국 건설
과학기술인에게 자율성과 창의성 부여
정부의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

73.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겠습
니다.

소화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

(1) 연구자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구축

겠습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d System)

(2)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의문제점을 개선해서 연구원들이 프로젝트 수주가 아

(3) PBS 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건비 확보

닌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
학기술인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처
우를 개선하는 한편 성과관리제도를 정비하여 연구원

(2) 도입 경과

들이 창의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

《2007.12.3,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p.49》

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출범하면서 연구자
중심의 연구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를 위해 국가는 정부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시작되었다.

있는 국가 R&D 패러다임을 그간의 모방형·추격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연구관리전

형 R&D에서 창조형 R&D로 전환할 수 있도록 파

문기관인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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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이라

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

는 하나의 연구지원기관이 출범함으로써 연구개

선방안‘(2008.12),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진화 추

발사업의 지원·관리체계가 일원화되었고, 기존

진계획‘(2010.10),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

의 21개 중분류, 56개 단위사업을 11개 중분류, 36

고방안‘(2010.12),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방

개 단위사업으로 재편하였다.

안‘(2011.9),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

이러한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연구개발사업의

안‘(2011.12) 등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

재편과 함께 기존에 개별 R&D사업별로 별도로

하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

존재하던 5개 훈령과 7개 지침을 통합하여 《교육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제정
(2008.7.21)하였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운영규정의 법리
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참여제한, 연구개발결

또한 ‘연구자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

과물의 소유권, 보안관리 근거 등 입법사항을 보완

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2009.12)하고, 제

<과학기술기본법>,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따른

도개선 방안의 실행을 위해 대통령령인 <국가연구

범부처 종합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2008.8.)>,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교육과학기술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08.12.)>에

부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제도개선

계획을 구체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연구자 친화적(Researcher-Friendly) 국가

하위지침의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제도개선의 혜
택이 연구현장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R&D관리제도 개편방안’(2008.4)을 시작으로 ‘국

아울러 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

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2008.8), '국

소화하고 개선된 제도의 빠른 이해와 시행·정착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R&D사업 관리규정 및 지침 통합>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훈령)
- 「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집행 및 정산지침」
- 「기초과학연구사업 평가지침」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훈령)
-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우주개발사업공동처리규정」(훈령)

처리규정」(훈령)

- 「우주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 「우주개발사업 평가지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훈령)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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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홍보 및 설명회를 개

플렛, 자료집 등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으며, 개선

최하였다. 또한 일간지를 통한 기획특집 연재보도

된 제도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및 각종 유관기관 월간지 등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

에 관한 규정을 주제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국가

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산·학·연 연구자들을

연구개발사업 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의

대상으로 지역별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리

대학 및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 배포하였다.

<그림 3-2-2>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08~2012) 중점추진과제 발췌
5대 정책과제

중점추진과제

1. 창의적 개인연구 지원 확대
기초연구
지원 확대

2. 다양한 연구집단 육성
3. 도전적 연구여건 조성
4. 전략분야 기초연구 지원 강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5. 기초연구사업의 체계화
6.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제도 개선
7. 연구과제 기획·평가의 전문성 제고

8. 창의성을 중시하는 수준 높은 수학·과학 교육 강화
창의적 연구인력 양성 및 활용

9. 미래를 선도할 우수 연구인력 육성
10. 잠재적 연구자군의 역량 발현 기회 확대

11.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세계수준의
기초연구역량 배양

1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초연구 활성화
13.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14.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 및 활용 촉진

기초연구의
사회적·국제적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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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연산 연계 강화를 통한 기초연구성과 확산
16. 사회적 이슈 대응 및 공공기초연구 강화
17. 기초연구에 대한 국민이해도 제고
18. 기초연구를 통한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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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주요 범부처 제도개선 방안 및 주요내용
구분
연구자 친화적 국가 R&D관리
제도 개편방안

일시

주요내용

2008.4.24

•연구비 비목구조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대학분야 간접비 현실화 및 지원방식 등 개선
2008.8.12

·사업관리 절차 개선
·연구관리 자율성·책임설 강화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2008.12.2

·대학 학생인건비 풀링제 추진방안
  : 제도개요, 대상기관, 대상비목, 집행기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진화 방향 및 전략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진화
추진계획

•기초·원천 R&D 선진화(교육과학기술부)
2010.10.1

•新시장창출형 R&BD로 혁신(지식경제부)
•6개 부처 R&D 선진화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연구장비·재료 구매기준 엄격화
- 학생인건비 풀링제 확대 시행
- 인센티브 계상·지급 기준 강화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2010.12.2

•사후 제재조치 강화
-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강화
- 연구비 환수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 연구비 관리 부실기관 간접비 하향조정
•연구비 집행·관리 전문성 제고
- 전문기관의 연구비관리 전문성 강화
- 연구관리 교육 및 홍보 강화

•부처별 상이한 규정 통일로 현장업무 간소화
•연구실 운영경비 간접비 계상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방안

2011.9.14

•정밀정산 대상과제 정비를 통한 정산 내실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이수 의무화
•부정집행에 대한 사후 제재조치 강화

•관리주 중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을 위해 그랜트(Grant) 방식 도입
2011.12.22

•연구비 부정 엄중 대처
•연구성과 확산 및 관리 강화
•국가연구개발 공동 운영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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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법·규정 개정 주요내용

구분

제·개정
형식

시행일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임ㆍ위탁,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협약 등 위반 시 참여제한 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0.2.4

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대학과 출
연연구기관과의 연계 강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률적 근
거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연구기관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연구비관
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정보 유통기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
일부개정

2008.5.27

관한 규정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관리하고 연구자 및 연구기관 간 공
유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마련하여 연구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을 조성하는 한편,
  연구개발비가 보다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
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대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비를 대학에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주관
연구기관 외에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결과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며, 비영리법인인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기술료 납부를 면제
일부개정

2008.12.31

관한 규정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
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여 과학
기술인에 대한 처우 수준을 높이는 한편,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비 비목구조를 단순화하고, 비목별 계상기
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2010. 2. 4.)에 따라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을 보다 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전부개정

2010.8.11

관한 규정

연구성과 관리 분야를 포함한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개정

2011.3.28

관한 규정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연구노트지침 마련ㆍ제공 등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의 소관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증액에 제한이 없도록 하면서 인건비와 연계되는 연구수당은 증
액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인건비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일부개정

2012.7.1

관한 규정

다 기술료 징수 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료 징수 기
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 중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數)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8. 12. 31. 시행)의 위임에 따라 관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제정

2009.7.1

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보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 수립에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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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및 성과

순화(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20% 이상 증액시
사전승인 의무 면제

① 규제완화를 통한 연구의 자율성 확대
•연구개발비 비목구조 단순화, 용도 제한 완화

•간접비 지급율 현실화, 집행용도 확대 및 지원

- (인건비) 내·외부 인건비를 통합

방식 개선

- (직접비) 유사세목 통합을 통해 7세목을 3세목

- (지급율 현실화) ’08년 23% 수준인 대학 분야
간접비율을 매년 1~2%씩 인상하여 ’12년 30%

으로 간소화
- (간접비) 간접비 세목을 통합하고, 세목별 별도
계상기준을 폐지, 지급된 간접비 내에서 주관

까지 증대
- (고시율 정률 지원제 정착) 고시된 지급률 ‘정
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성격에 따라 예

연구기관의 자율적 집행 인정
- (2012년 추가개선 사항) 연구개발비 비목을 단

외 인정

<그림 3-2-3> 연구개발비 비목구조 개선안
현행(4비목 15세목)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개선안(4비목 6세목)

인건비

관리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관리비·시작품제작비 등)
직접비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회의비, 식대 등)

·과제관리비(인건비 3%이내)

연구수당

·연구활동진흥비(인건비 15%이내)

(인건비 15%이내)

비,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내부인건비의 30%이내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의 5%이내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의 2%이내

위탁연구개발비

관리

(연구실별 전담행정요원 인건비, 지원부서 인건

연구개발준비금(출연연)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개별

인력지원비

간접경비

간접비

공통

외부인건비

직접경비(6세목)
처리·관리비·시작품제작비 여비, 수
직접비

내부인건비

연구지원비
간접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경비
·비품구입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

공통
관리

준비금 등)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위탁연구개발비

개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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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용도 규제 완화) 연구행정 부담 경감을

•대응자금 의무화 규제 개선

위하여 연구실 행정전담요원* 고용 허용, 대

- 산학협력 R&D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산학

학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학 연구활동

협력사업에서 일률적으로 비영리기관에 대하

비** 계상 허용

여 대응자금을 의무화하는 규제 개선

* 1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비가 10억원 이상

-소
 속대학의 재정여건 때문에 능력있는 연구자

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 간접비에서 행정

의 연구참여 기회가 제약받지 않도록 연구과제

전담요원 인건비 지급 허용

선정시 대응자금 가점제도 폐지

** 직
 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대학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

구축 운영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등

- (연구비 중앙관리제 정착) 연구비 중앙관리 정

- 대학 연구인력의 탄력적인 활용 및 안정적 연

도를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간접경비 지급률

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 인건비 풀링(Pool-

결정에 연계·반영

ing)제 도입

- (간접비 산출주기 확대) 간접비 산출주기를 2년

 학의 외부인건비를 대학본부에서 연구책임
-대

으로 확대하여 간접비율 산출에 따르는 대상기

자별로 통합관리하고 집행기간을 과제수행기

관의 행정부담 완화

간 종료시점부터 1년간 연장

<그림 3-2-4>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
연구책임자A의 과제 수주

연구책임자A의 학생인건비 통합

연구책임자A의 실험실 학생인건비 지급

α 과제 학생인건비

α 과제(x부처)

β과제 학생인건비
.
.
.

β과제(y부처)
.
.
.

…
a학생 b학생 c학생 … z학생

r과제 학생인건비

r과제(z부처)

총액 : λ

z

※∑k=λ
k=a

기존

개선

<계 상>

<계 상>

•참여연구원 실명, 참여율 및 지급액을 사전결정하여 기재

•참여연구원을 man-month 총량으로 계상

<집 행>
•부처별·과제별로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집 행>
•시행대학 : 연구책임자별 별도계정으로 통합 관리
•비시행대학 : 이월된 학생인건비만 1년간 통합관리

<정 산>

<정 산>

•과제수행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 반납

•집행기간(과제수행기간+1년) 종료 후 집행잔액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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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확대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간 수시로 등록

을 학연 연계과정 운영 기관으로 확대하고, 통

- (결과평가 미실시) 연구종료 후 결과평가는 실

합관리기관에 대하여 정산을 면제하되, 운영이

시하지 않고, 연구자가 추후 과제 신청 시 기존

미흡한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연구비 지원을 통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평가,

있는 근거 마련

2단계 지원 신청 시, 1단계 성과(논문, 특허 등)
만으로 평가

•한국형 그랜트 도입

※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안)

- 창의성이 중시되는 기초연구의 경우 자유로운

- (정산보고서 미제출) 정산보고서는 별도로 제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결과평가와 정산을

출하지 않고 5%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정밀정산

간소화

대상과제만 관련 자료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간소화) 온라인으로 간략한
성과 개요(3쪽 내외)와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

•참여율 관리제도 개선

를 등록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 제출을 대체

- 출연(연) 소속 연구자의 참여율 관리에 따른 행
정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별 과제참여율은 최대

※논
 문 게재, 특허 등록 등 연구성과는 연구종료 후 5년

<그림 3-2-5>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연구 종료
연구 지원
(3년)

신규과제(3년) 지원 신청
•연구계획 + 기존과제의 성과를

•결과평가미실시
(성과는 5년간 수시로 등록)

평가, 선정

2단계(3년) 지원 신청

•1단계 성과를 평가, 선정

<그림 3-2-6> 기존 참여율 관리제도의 문제점 : 연평균 참여율이 100% 미만(99.2%)인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130% 초과 가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0%
30%
30%
30%
40%
70%

100%

100%

100%

100%

100%

130%

90%

130%

100%

10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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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까지 허용하고, 기관별 참여율을 1년 평균

은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서 주관연구기관 단

100%를 준수하도록 개선

독소유 원칙으로 전환,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 (기존 문제점) 연평균 참여율이 100% 미만(99.2%)인 경
우에도 일시적으로 130% 초과 가능

우선 실시권 및 소유권 양도시 우선권 부여
- 다수 연구기관이 공동연구 수행시, 자체 연구

- 불가피하게 기관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는

성과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소유권을 인정(발명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연

자주의 원칙),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

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 허용(개인별 인건비

여기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초과 지급은 불가)

단독소유 또는 공동소유 가능

② 연구의욕 고취

•기술료 제도 개선
- (기술료 납부의무 면제) 정부 출연연구기관, 특

•연구자 인센티브 확대

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대한 기술료 정부

- (직접비)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식대를 분리하

납부 의무(20%) 면제

고, 연구수당으로 신설하고 지급비율 인상(인
건비의 15% → 20%)
- (간접비) 연구성과 우수자에 대한 주관기관 차
원의 인센티브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상·
집행 허용

- (계약자율의 원칙 적용) 기술료 징수방식(정액,
경상), 규모 등을 계약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기술료 징수기준 통일)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
료 징수기준을 통일하여 영리기관의 정부납부
기술료 기준* 제시

•연구결과 소유권 제도 개선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중
 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그림 3-2-7> 연구결과 소유권 제도 개선
기존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 공동소유

개선

<주관연구기관>
•단독 소유(참여기업에 우선실시권 부여)

<주관연구기관 외>

<주관연구기관 외>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외 소유권 불인정

•협동연구기관 : 소유권 관련, 주관연구기관의 지위 부여
•공동·위탁연구기관 : 협약에 따라 공동 소유 또는 단독
소유 가능
•연구개발자 : 연구기관의 소유권 포기시 개인명의 소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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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기술료 징수 방식 개선

☞ 비영리법인과 기술실시기업 간 기술료 징수
Royalty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비영리법인

국가R&D

기술실시

(대학, 출연(연))

사업비

기업
기술이전

☞ 영리법인의 제3자 실시
정부납부 기술료

Royalty

중앙행정기관

영리법인

(연구관리전문기관)

(기업)

기술실시
기업

국가 R&D사업비

기술이전

☞ 영리법인의 자기실시
정부납부 기술료
중앙행정기관

영리법인

(연구관리전문기관)
국가 R&D 사업비

•성실실패제도 도입

한 심의를 거쳐 ‘성실실패’를 인정하고 국가연

-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였음에도 연구결과가 당

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경감 또

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엄격

는 미부과

<그림 3-2-9> 성실실패 검증 절차(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 예시)
성실실패 신청
신청 연구단

미신청 연구단

성실실패 검증
※ 본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성실실패 여부 및 일부 혁신
기술 후속 지원 여부 판단
성실실패 인정

본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S, A, B, C, D 등급 부여

성실실패 불인정

D등급 연구단
성실실패 검증
※ D등급 연구단 대상 성실실패 여부 판단

제재조치 면제 및
해당 시 일부 혁신 기술
후속 지원

제재조치 면제
성실실패 인정
제재조치 면제

성실실패 불인정
제재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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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자 편의성 제고

성 확보를 위해 제재조치 강화

•다년도 협약체결 확대

•연구계획서 서식 간소화

-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 연구계획서 중 연구자와 평가자가 불필요하다

탄력적으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다년도

고 느끼는 항목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특성에

협약체결을 확대

맞게 서식을 간소화
- (한글/영문 요약문 통합) 영문 요약문은 평가

•paperless 시스템 도입

과정 등에서 활용되는 정도에 비해 연구자 입

- 연구관리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

장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부분으로 통

업공고, 과제접수, 협약의 체결 및 변경, 성과

계 및 과제 관리상 필요한 항목 위주로 간소화

제출, 정산 등 연구행정 업무를 온라인 상에서

- (반복입력 최소화) 한국업적통합정보시스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KRI)에 입력된 연구자 이력사항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매번 연구계획서 작성 시 직접 입력

•연구비 정산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하는 불편 최소화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비 정산(2차 정산)은

- (유사항목 통합, 재구성) 유사한 항목을 통합

전수정산이 아닌 표본 과제를 추출하여 정산하

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불필요한 양식을

는 샘플정산으로 전환

제외시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연구의 필

 구기관의 자율적 연구비 관리체계 도입을 위
-연

요성’,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재구성, ‘연구 추

하여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진일정’은 분기별로 통합하고 로드맵 형식으로

강화(기관경영 평가시 가점부여)

자유롭게 기술 허용

-연
 구윤리 확립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한 관리

- (사업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 ‘연구개발 결과의

를 위해 연구비 유용 등은 엄정 대처하고 책임

활용방안’과 ‘기대성과’를 하나로 통합하고, 각

<그림 3-2-10> 연구비 정산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기존

개선

<정산>

<정산>

•연구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미흡시 정밀정산(2차정산) 실시

•정산과 평가를 분리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2차정산 실시

<우수기관 인센티브>

<우수기관 인센티브>

•간접비율 상향 조정, 3년간 정산면제

•‘기관평가시 가점부여’ 추가

<처벌>

<처벌>

•출연금 용도외 사용시 3년간 참여제한

•출연금 용도외 사용시 5년간 참여제한

•연구결과 해외 누설·유출시 2년간 참여제한

•연구결과 해외 누설·유출시 5년간 참여제한

•<신설>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시 1년간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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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기준 차별화

년 5월부터 본격 적용

- (인용문헌 본문 표시 의무) 다른 연구이 내용이
인용된 경우 인용표시를 의무화 하여 연구계획

•간접비 지급절차 개선

서 표절에 의한 문제 발생 예방

- 대학의 간접비 지급방식을 고시율 정률 지급제
로 전환, 연구비에서 간접비를 분리 협약, 정률

- (직접비 소요 명세 양식 간소화) 연구계획서 작

지급하되 과제 성격에 따라 예외 인정

성 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작성

-대
 학의 연구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연구비 중앙

항목 및 산정기준 등을 단순화하여 연구자 부

관리제' 추진, 연구비 중앙관리제에 대한 법적

담 경감

근거 마련 및 연구 중앙관리 정도를 간접비 지

④ 연구자 중심의 제도 정비

급율 결정시 반영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개선

•R&D 도우미센터 및 R&D 현장지원단 설치, 운영

- 산·학·연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상향

- 개선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제도를 시행하

표준화를 위해 도입된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는 과정에서 실제로 연구현장에서 궁금해 하

인증제’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는 사항이나 애로 또는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답

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2008.12.) 의견수렴

변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각종 제도

및 설명회(2009.1.)를 거쳐 시범실시 후 2009

개선 수요를 현장에서 바로 발굴하여 제도개선

<표 3-2-3>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개선사항 비교표
단계
공고
신청자격

현행
•상반기(6월) 인증기준 고시(공고)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연
구기관

개선안(2009년)
•4월말 인증기준 고시(공고)
•자체평가 실시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 접수
•상시 접수(5월~9월)

접수기간

•연 1회 접수(1개월 간)

- 자체평가결과서 작성 제출
- 매월 선착수(5개 기관) 초과시 이월

절차
평가내용
현장평가
결과
이의신청
재심사
인증수여

•패널평가(인증평가단)  현장평가(인증평가단) 
심의(인증위)
•3개 영역별 평가지표(총91개)
- 최근 3년간 연구비관리 실적 증빙
•패널평가 결과 적격기관 대상

•자체평가(인증평가단)  현장평가(인증평가단) 
심의(인증위)
•3개 영역별 평가지표(총91개)
- 최근 3년간 연구비관리 실적 증빙
•매월 신청기관 대상(6월~10월)
- 자체평가서 검증 및 정밀실사

•단계별 선정기관 결과통보

•현장평가 다음 달 결과통보

•인증위원회 심의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현장평가 결과통보 7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관 재심사

•접수일의 다음 달 재심사

•매년 12월 인증 확정기관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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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R&D R&D 도우미센터 상담 실적(’09.4.28.~’10.12.)
비율(%)

상담내용

인건비

직접비

위탁
연구

건수

104

196

6

79

99

88

74

60

34

270

1010

10

21

1

8

10

8

8

6

3

25

100

간접비

기타
(연구비)

규정
해석

인증제,
풀링제

기타
(연구과제)

기타
(제도)

기타
(일반)

합계

      

에 반영할 수 있도록 ‘R&D 도우미센터’를 설

생하였을 경우 담당자 또는 관련 전문가와 함

치(2009.4.)하고, 전화 상담 및 온라인 상담

께 직접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인터뷰, 밀착 조

(www.rndcall.go.kr)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연구현장과 행정부서 간 접촉 거리와 시간을

위한 것이다.

한층 가깝고 빠르게 하였다. R&D 도우미센터
개소 이후 월 평균 30~40여건의 상담을 안정

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왔다.
- R&D 도우미센터가대내적인 지원 수단이라면,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대외적인 지원 수단으로서 ‘R&D 현장지원단’

- (집행내역 모니터링) 연구수행기관에서 연구비

을 동시에 운영하였다. R&D 도우미센터를 통

를 집행하는 건별로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서

해 상담을 하던 중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심층

집행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적인 조사나 확인,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이 발

-집
 행 건별로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비관리 시스

<그림 3-2-11>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

지급거래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물품 공급 및

연구비 지급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증빙

연구비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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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기관

전문기관

관리시스템

관리시스템

전문기관 관리자

연구비 집행

집행현황

건별 등록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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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등록된 정보가 일정기간 내에 전문기관

- (검증절차)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기 수행중

의 연구비관리시스템에도 등록되도록 의무화

인 연구개발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연계) 연

확인을 거쳐 제출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

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세청의 전자

기관 관리자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제도(‘11.1월 시행)를 연계

NTIS를 통해 해당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하여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의 진

확인

위여부 파악, 증빙자료의 중복사용 사전 방지

•연구노트 작성·관리 의무화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3책5공)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전 과

-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관리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기

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연

존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

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

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를 범
부처적으로 확대 시행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개선

- (제도개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

- 연구비 중앙관리 실적을 기관별 간접비율과 연

제수를 연구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연구

계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연구비 집행 문화

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까지로 규정

유도(2008.12.)

- (대상과제)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
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시 연구자 편의성
관련 평가배점 강화(2009.12.)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
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유용 시 제재조치 강화(참여제한 기간
증대, 간접비 비율 삭감)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예외과제

•신규 연구개발과제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
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
발과제
•동 규정의 적용범위가 아닌 연구개발과제

- (제재조치 강화) 연구비 유용이 적발 될 경우 해
당 연구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간접비율 하향 조정) 소속 연구원(직원 포함)
이 연구비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최종 유죄 확
정판결인 경우),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를 받
은 경우 유형별로 간접비 하향조정 기준 마련

※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기본사업, 국방과학연구소에
서 수행하는 사업 등의 연구개발과제는 제외

•제재사유별 연구비 환수 기준 마련
-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위반행위 유형별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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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
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
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

환수하지 않음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

정된 경우

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개발을 수행한 경우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반한 경우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발비 환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비 환

연구환경에서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

수 합리적 추진

는 한편, 연구비 부정집행과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대한 사유로 참여제

3. 향후 과제

한을 3회 이상 받은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연구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

포함한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이명박 정부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최우선 순
위의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연구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

•연구자, 연구기관의 자율적 연구관리 역량 및
책무성 강화

다. 그러나 연구자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 개별 연구자 및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 뿐 아니

개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항상 곱지만은 않다.

라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연구역량 및 연구지원

“국가 R&D 사업비는 눈먼 돈, 국민의 혈세 줄

역량 제고를 위하여 간접비율을 지속적으로 상

줄 센다.”, “정부 R&D 시스템 관리 허술” 등 잊

향하는 한편 늘어난 간접비가 연구인프라 구

을만하면 나오는 언론기사에서 정부 예산으로

축 및 소속 연구자 지원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각을 엿

수 있도록 기관별 간접비율 산출 및 집행 관련

볼 수 있다.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 또

-연
 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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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자는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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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등을 담당하는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 제
고도 필요하다.
- 연구자 스스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책
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
관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
요하다.

4. 부록 등 참고자료
① 연구관리제도 개선방안(2008~2012)
•‘연구자 친화적(Researcher-Friendly) 국가 R&D
관리제도 개편방안’(2008.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2008.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
도 개선방안’(2008.12)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진화 추진계획’(2010.10)
•‘연구비 집행·관리 투명성 제고방안’(2010.12)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방안’(2011.9)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2011.12)

② 법·규정 제·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2010.2.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
부개정안(2008.5.27, 2008.12.31, 2010.8.11,
2011.3.28, 2012.7.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2009.7.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안(200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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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출연(연) 선진화

수행형 연구조직 개편은 출연(연)의 자율적인 기
능·사업 분석을 통한 고유역할 정립과 핵심강점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 재정비 등
을 통한 연구의 집중화, 전문화, 특성화를 추진하
고자 하는 것이다.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3) 정년연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정년

(1) 정책 추진 배경

은 1998년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따라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65세에서 61

1)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세로 단축되었다.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연구원들

출연(연)은 그 동안 많은 성과를 창출했음에도 불

의 직업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되었고, 이

구하고 부처 간 분리 운영과 낮은 개방성 및 조직

런 상황은 출연(연) 우수연구원의 대학으로 이직

유연성으로 인해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처하지

및 이공계 기피 등의 문제를 심화시켰다. 정부는

못하고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높아지면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출연(연) 선진화

서 상대적으로 정체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의 한 방안으로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을 추진하게

었다.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은 출연(연) 간 벽을

되었다.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은 과학기술

허물고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소관부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가 교과부, 지경부로 나뉘어져 있는 출연(연)을 단

연구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연구원들의

일 법인화하여 국가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

사기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

록 개편하는 것이다.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개편

(2) 도입 경과

과거 출연(연)은 민간 기업들의 기술개발 활동이
미흡했던 상황에서 선진기술의 학습과 모방을 통

1)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해 국가 경제·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은 2009년 1월부터 출연(연)

러나 최근 글로벌 환경변화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발전 민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정기/소위원회 40

사회적 역할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임무수행이

회 및 간담회 100여회 개최, 관계자 총 300여명 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과학기술의 융·복합시

담, 현장방문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과학기

대, 지식기반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에 적합한 출

술 융·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한

연(연)의 역할과 임무수행 요구가 증대하였고, 산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요 내용은 기초와 산업

업계의 기술역량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현재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여 국과

출연(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임무

위로 이관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위(안)을 발전

240

6편 제3장 연구지원 체제 선진화

시켜 새로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출연

을 최종 확정하였다.

(연) 통합하는 내용의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2011년 6월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

3) 정년연장

해 합의한 출연(연)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출연(연)을

그 동안 각계에서 출연(연)에 대한 정년환원 요구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임무수행형 연구소로 특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다가, 2011년 3월 국회

성화하는 소프트웨어 개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

에서 「정부출연(연) 연구원 정년환원 촉구 결의문」

였다. 임무수행형 연구소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

을 채택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총리실 등

어든 이후 정부는 민간위(안)을 기초로 부처 간 협

5개 관계부처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

의를 거쳐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선진화 추진방안

연(연) 연구원 정년연장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

ʼ을 확정(‘11.12.14)하였고 추진방안의 내용을 과기

성하였다. 관계부처 실무추진반 회의를 통해 정년

분야 정부출연연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

연장 대상, 운영규모, 선정절차, 도입 시기 등을 협

출(‘12.1.20)하였다.

의하여 「과기계 출연(연) 정년연장 추진방안」을 확
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2년에는 기초기술

2)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개편

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우수연구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개편은 출연(연) 거버넌스

원 정년연장제도 도입 및 운영지침ʼ 을 의결하였

개편이 법률 개정 등 하드웨어적 개편을 수반하

고, 각 소속 출연(연)에 운영지침을 통보하고 정

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과제임을

년연장 실시를 촉구하였다. 한편 교과부는 정년연

인식하고, 하드웨어 개편에 앞서 소프트웨어 개

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초·산업기술연구

편을 통해 출연(연)을 융복합 연구에 적합한 조직

회 합동설명회를 통해 정년연장 도입 취지, 운영

으로 개편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2011년 6

지침 개요, 출연(연) 별 인사지침 개정 등 제도 도

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출연(연)을 국가적

입을 위한 제반사항을 설명하고 정년연장의 시행

현안을 해결하는 임무수행형 연구소로 특성화하

을 독려하였다.

는 강소형 연구 조직으로 개편하는 선진화 방안
추진에 합의하였고, 국과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교과-기재-지경-국과위)국장, 연구회,

2. 주요 내용 및 성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연연 선진화 실무추진
단」이 구성되었다. 실무추진단에서는 출연(연) 선

(1)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진화방안 세부내용에 대한 역할분담 등을 논의하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진정한

고 출연(연) 대상 설명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출연

과학기술 융·복합 취지 달성을 위해 기존 과기

(연)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출연(연) 별 강소

계 출연(연)을 단일법인(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

형 조직 구축 및 발전 로드맵을 제출받아 5대 기술

로 통합하는 것이다. 다만, 융·복합 시너지 효과

분야 별 그룹 자문을 통해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

보다 소관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 수행을 통한 효과

업기술연구회 소속 26개 출연(연)의 발전 로드맵

창출이 더 큰 기관은 부처 직할로 존치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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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순수 기초과학 성격이 강한 기관(수리, 천

(’11.12) 후 설립준비위원회(국토부)의 정관 마련

문)은 교과부의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설 연구소

등 설립준비를 거쳐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부산지역 국립대학(해양대 등)과의 겸직제

한편, 해양(연)의 부산 이전(’15년)으로 해양 관

도 법제화를 통해 활발한 인력 선순환 구조 구축

련 대학과의 연계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교육·연

등 학·연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해양정

구 기능의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해양과기원 설

책 전담부처(국토부)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연구·

립을 추진하였다. “해양과기원법”은 국회 의결

개발 수행으로 해양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강화

<그림 3-3-1> 출연(연) 체제 개편(안) : ʼ11.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원(18개)

과학기술(연)

항공우주(연)

원자력(연)

과기정보(연)

기초지원(연)

생명(연)

표준(연)

한의학(연)

핵융합(연)

극지(연)

기계(연)

안전성(연)

에너지(연)

전기(연)

화학(연)

철도(연)

지질(연)

재료(연)

부처직할(9개)

교과부
천문(연)

수리(연)

지경부
생산기술(연)

전자통신(연)

국토부
정보보안(연)

건설기술(연)

농식품부
식품(연)

해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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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해양분야 발전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거

로써 출연(연)을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국가적 현

버넌스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형 연구소로
특성화하였고, 칸막이식 연구 지양 및 융·복합 연

(2)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개편

구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범부처 국가

개편 결과 2연구소 100연구부 20센터가 29연구소

아젠다 해결을 위한 유연성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58연구부 35센터의 대연구부서로 개편되었다. 이

제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3-3-2> 출연(연)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 종합 로드맵

주요 트렌드와
대내외 니즈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신기술·신산업 출현

•국가 아젠다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수요 증대

•기술혁신의 상호의존도 심화 및 개방형 혁신 확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신성장동력 발굴 필요

•투자효율성 제고 위한 ‘선택과 집중ʼ 요구 증대

•선도형 R&D로 세계수준의 연구경쟁력 확보 필요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 개편 후 운영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 개편 후
도약발전추진

(KIST, ETRI, 항우연, 식품연, 기계연, 전기연, 화학연, 생명연, 표준연, 지질연, 에기연, 생기원, 원자력,
기초연, 철도연, 건기연, 핵융합, 재료연, 극지연)

추후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 개편 후 운영(천문연)

외부 환경 변화
대응 변수 고려

관련 법제 등 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 추진(해양연)

현 제체 유지 후
중장기적추진

연구조직 규모와 연구역량 제고 후 중장기적으로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 추진

민영화 변수 고려

추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 개편 및 발전방안 수립(안전성연)

R&D 예산정책

(KIST, 한의학연, 수리연, 김치연)

묶음예산 비율 점진적 확대(출연금 : 수탁 =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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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조직개편 결과
기관명
과학기술
(연)
과학기술 정
보(연)

주요 미션
미래를 여는 프론티어연구
글로벌아젠다해결

지식정보센터, NTIS센터, 정보S/W연구센터, TCI센터, 정보분석연구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슈퍼컴퓨팅센터, 과학기술연구망센터

극지미래자원확보

기초과학진흥을 위한 연구지원
지원(연)

(첨단·대형 분석장비공동연구/개발)
전문분석지원, 첨단분석기술개발
맞춤바이오신약 개발

생명(연)

바이오 GT연구, 미래바이오융합,
바이오인프라 구축

수리(연)

미래융합기술연구본부, 국가기반연구본부

슈퍼컴퓨팅 인프라 개발·운영

극지인프라 공동활용

기초과학

구소(4)

과학기술지식 정보유통·분석·지원
극지기후변화원인규명

극지(연)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내용(조직 수)
뇌인지연구소, 바이오닉스연구소, 초내열소재연구소, 녹색도시환경기술연

IT기반수리과학연구, 수리계산 및 응용
과학연구

극지기후연구부, 극지지질연구부, 극지생명과학연구부(3)
국가극지인프라지원센터, 극지시료큐레이션센터, 극한공학시험연구개발
센터
융합이미징장비운영본부, 첨단장비개발사업단(2)
9개 지역센터, 질량분석연구부, 동위원소분석연구부, 단백질기능분석연구
부, 나노물성분석연구부
바이오의약연구소(1)
의과학융합연구본부, 바이오시스템연구본부, 생명자원인프라사업본부
계산수리과학연구부, 융복합수리과학연구부, 글로벌네트워크연구부
순환형원자력시스템연구소, 신형원자로개발연구소, 첨단방사선연구소(3)

원자력 (연)

원자력 연구·개발 및 에너지 확보

원자력안전연구본부, 연구로이용·개발본부, 핵연료·원자력재료개발본

원자력의 이용 촉진

부, 원자력응용기술개발본부, 핵융합공학기술개발센터, 원자력데이터개
발검증센터

대형 천문우주관측시스템 구축
천문(연)

천문우주핵심기술그룹육성
국제선도연구그룹육성
국가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향상

표준(연)

측정과학기술 연구개발
측정표준 보급 및 서비스

한의학 (연)

한의치료 원천기술개발, 한약제제 핵심
기술개발, 한의 지식정보 인프라구축
항공우주 핵심기술 연구개발

항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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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측정표준연구소, 첨단측정기술연구소, 미래측정과학연구소(3)
성과확산본부
의료연구본부, 한의학연구본부, 문헌·정보연구본부, 한의기술표준센터
항공혁신기술연구소, 위성기술연구소, 발사체기술연구소, 항공우주융합기
술연구소(4)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 항공우주융합기술연구소, 위성정보연구센터, 항공

항공우주 인프라구축

우주안전인증센터, 나로우주센터, 교통항법기술연구센터

해양자원의 이용기술개발

핵융합 (연)

관측장비운영본부

항공우주 종합시스템 개발
해양환경보전기술개발

해양(연)

천문우주연구본부, 천문우주기술융합본부(2)

해양안전·운송기술개발

기후·연안재해연구소, 해양자원·에너지연구소
해양운송체·플랜트연구소(3)

관할해역의 과학적관리 기반구축 및

동해특성연구부, 해양환경·시스템연구본부

해양환경연구

남해특성연구부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 기술 개발

KSTAR 운영사업단, ITER한국사업단, 플라즈마원천기술연구센터(3)

플라즈마 원천기술 개발

미래기술부, WCI핵융합이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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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조직개편 결과
기관명
건기(연)

기계(연)

김치(연)
생기(연)

식품(연)

주요 미션

SOC성능연구소(1)

화기술개발, 국토재해대응기술개발, 신공간 창출

공공건축연구본부, 수자원·환경연구본부

기술개발

화재안전연구센터, 건설시스템정책연구본부

기계류·부품원천기술개발

첨단생산장비연구본부, 극한기계부품연구본부(2)

녹색·안전분야 국가아젠더 실현 기술개발

환경·플랜트기계연구본부,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

미래성장산업선점융합기술개발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김치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반기술개발

응용기술연구단, 원천기술연구단

글로벌 김치소비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세계화전략본부

생산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

뿌리산업기술본부, 기술실용화지원부문(2)

기술실용화 및 지원

스마트생산시스템기술본부, 융복합생산기술본부

식품과학기술의일류화(지식기반구축)

대사기능연구본부(1)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산업원천기술개
발), 식품산업공공지원
녹색성장(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에기(연)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내용(조직 수)

친환경국토조성기술개발, 국가기반시설성능고도

융합기술연구본부, 분석표준연구본부
신재생에너지연구본부, 고효율청정에너지연구본부(2)

기후변화대흥(온실가스감축)
에너지안보(석유의존도 감소)

에너지융합소재연구단

고에너지가격(에너지효율향상)
수공기기경량화 및 고효율화 재료개발
재료(연)

전기(연)

소재분야의 산업원천 기술개발

경량금속연구본부(1)
극한재료연구센터, 분말재료연구센터, 표면기술연구센터, 복합재료연
구센터, 재료평가지원센터

저탄소형 전력망 구축

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 전기추진연구본부, 전지연구센터, HVDC연구

고신뢰 전력망 전력기기개발

본부, 대전력평가본부, 전기기기평가본부, 대전력설비증설사업본부(7)

융복합 전기에너지 미래기술개발

창의원천연구본부, 첨단의료기기연구센터, RSS센터
SW-SoC융합연구소, 자동차조선국방IT융합연구단, 차세대스마트TV

전자통신
(연)

신산업창출형첨단융합기술

연구단, 차세대디스플레이연구단, 미래인터넷연구단, 차세대콘텐츠연

미래선도형산업원천기술

구소, BigData소프트웨어연구소, 사이버융합보안연구단(8)

국민안전공공복지문제해소

융합기술연구부문, 방송통신융합연구부문
융합부품소재연구부문, 차세대통신연구부문

광물자원탐사·개발 및 순환활용기술개발,
지질자원
(연)

지질재해 및 지질관련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에너지자원확보기술개발
철도 및 유관 대중교통 산업원천 기술개발

철기(연)

(녹색교통물류시스템부문)

국토지질연구본부, 석유해저연구본부
녹색교통물류시스템 공학연구소(1)

철도 및 유관 대중교통 산업원천 기술개발

신교통 연구본부, 고속철도 연구본부,

(철도시스템부문)

광역 도시철도 연구본부, 시험인증 안전센터

그린화학산업원천기술개발
화학소재연구개발, 신물질창출연구개발
화학(연)

광물자원연구본부, 지구환경연구본부(2)

화학기반융복합기술연구개발
녹색정밀화학기술개발 및 상용화
공공인프라구축 및 대외지원

화학공정연구본부, 화학소재연구본부
신약연구본부, 융합화학연구본부(4)
울산사업본부, 공공인프라본부

※ 굵은 글씨체는 “임무수행형 연구조직의 주요미션(또는 기관의 미션)과 명칭”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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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 ➍ 과학기술 혁신

(3) 정년연장

관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국가연구개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은 출연(연) 연구원에 대한

발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1단계는 현 출연(연)

일반적 정년연장이 아니고 책임급으로 7년 이상

체제를 유지하여 적응기간을 두고, 2단계에서는 국

근속한 우수연구원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연구

과위에서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운

실적·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61세에서

영방안은 국가연구개발원 구성원이 협의하여 자율

65세로 정년연장을 실시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분

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야 정부출연연법 개정 없이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출연(연) 별 인사규정 개정
을 통해 추진하였다. 또한 추가 재원이나 인력 증
원 없이 출연(연) 별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인
력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으
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정부안)

•조직 형태 : 국과위 소속 단일법인으로 설립(18개 출
연연 통합)
•국가연구개발원의 장
-임
 명 : 이사회 의결 후 국과위 위원장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명
-임
 기 : 5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국가연구개발원 이사회(초대이사장 국가연구개발원

3. 향후 과제

장이 겸임)
-최
 고의사결정기구로서 15명 이내로 구성

(1)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2012년 1월에 과기분야 정부출연연법 개정안을 국
회에 제출하였으나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
기되었다.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19대 국
회에 제출하였다(ʼ12.7.19).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
과위 산하에 국가연구개발원 설립과 더불어 기초

•조직 규모
-정
 규직 인력 : 약 6,700명＊(이 중 연구인력은 약
5,600명)
    ＊ 비정규직 포함 시 약 10,600명
    ※ 연구인력 : 연구직+기술직+기능직 일부, 지원인력 : 행정
직+기능직 일부

-예
 산(’11) : 약 2조 5,900억원
    ※ 출연금 1조 1,490억원, 정부수탁 1조 1,330억원, 민간수
탁 1,990억원

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을 이

<표 3-3-3>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주요 내용
선발대상

신청자격을 갖춘 책임급 임용 후 7년 이상 근속 정규직 연구원
<다음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함>

신청자격

책임급 임용 후 ‘논문’, ‘특허’, ‘기술료’ 실적 중 하나가 상위 20% 이내인 자
책임급 임용 후 ‘개인평가 결과’(5등급 평가 시) 평균 4.0 이상인 자
국가 과학기술 및 기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선발규모

기관별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0% 이내에서 매년도 1% 내외

시행시기

12년부터 도입, 각 기관의 제도도입 및 시행시점에서 재직 중인 연구원을 대상으로 운용
정년연장 : 61세→65세

도입내용

임금피크제 적용 : 62세부터 61세 기본연봉의 90% 수준 지급
2년 연속 “D” 평가 시 ”인사위원회“ 심의 후 원장이 자격 해임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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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개편

(3) 정년연장

임무수행형 연구조직은 국과위와 출연(연) 역할구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는 우수한 이공

분을 통해 운영된다. 국과위는 조직운영 지원, 예

계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출연(연) 연구원의 대

산 배분·조정, 자문 및 평가를 수행하고, 출연(연)

학 등 외부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제도

기관장은 연구조직 운영, 예산운용, 평가체계, 성

의 취지이며, 기본적인 사항만을 운영지침에 명시

과활용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 과기분야 정부출연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 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

연법 개정을 통해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기관의 자율성을

마무리되면 출연(연) 간 또는 산·학·연 간 융·

부여하고 있으므로, 기관 별로 구성원의 지혜를 모

복합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

아 자체적으로 지침을 제정·운영하고 동 제도를

도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3-3-3> 출연(연)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 개편 전후 비교

국
과
위

ㆍ출연(연)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개편 및 운영 지원
ㆍ임무수행형 연구조직에 묶음예산 배분ㆍ조정
ㆍ임무수행형 연구조직 자문 및 평가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개편 후>

<현재>

1) 조직운영

ㆍ연구사업 중심의 조직운영

ㆍ미션중심의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운영

ㆍ기관장 중심의 인사ㆍ조직 운영

ㆍ임무수행형 연구조직 장에 구성권 부여

ㆍ묶음예산 중심의 예산운영
2) 예산운용

ㆍPBS 중심의 예산 운용

ㆍ임무수행형 연구조직에 묶음예산 우선적 지원
(묶음예산 규모 단계적 확대)

출
연
연

ㆍ조직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3) 평가체계

평가체계
ㆍ단기중심의 평가체계(1년 주기)

4) 성과활용

ㆍ부처 간 출연(연) 분리 운영으로 공동연구 미흡
ㆍ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미흡

ㆍ임무수행형 연구조직을 위한 독립적인 평가체계
ㆍ중장기 연구성과 중심의 평가 (예: 3년 주기)

ㆍ연구조직 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
확대
ㆍ기술이전ㆍ사업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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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참고 1 | 과기분야 정출연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연구기관의 설립(안 제8조제1항)
1) 종전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4개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국가연구
개발원으로 단일 법인화함
 존의 연구기관 중 부처 산업정책과 밀접한 기관은 법인격을 유지한 채 부처 소속으로 이관함(한국건설
2) 기
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국가연구개발원의 조직 구성방향(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가연구개발원의 설립 취지를 융·복합연구 활성화에 두고 이를 위해 융·복합 연구 수요를 발굴하여 조
직구성에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 및 연구 조직의 기능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국가연구개발원의 장의 임기 등(안 제12조)
국가연구개발원의 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5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시켜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4.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연구기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이사회를 두
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기초·산업기술연구회의 폐지(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삭제)
종전에 연구기관을 관리하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폐지함
6.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안 제29조)
국가연구개발원의 감독관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감독관청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감독관청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한국
식품연구원의 감독관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함
7. 국가연구개발원 설립 준비(부칙안 제3조, 제4조)
1) 이 법에 따라 해산되고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되는 기존의 14개 연구기관을 지정함(한국과학기술연구
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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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
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2) 국
 가연구개발원 설립을 위해 설립위원회 설치, 정관 작성, 이사 선임, 원장 임명, 설립 등기 등 필요한 절
차를 규정함
3)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기초·산업기술연구회 및 해산·통합되는 기존 연구기관이 공
동으로 부담토록 함
4) 국가연구개발원이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능조정 및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규정함
8. 국가연구개발원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안 제5조)
1) 부처 직할 기관화하는 연구기관의 임원 및 감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잔임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임명
된 것으로 봄
2) 통
 합되는 연구기관의 원장은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잔임기간
동안 기존 조직을 대표하고 감독상 책임을 짐
3) 기초·산업기술연구회 및 해산·통합되는 연구기관의 직원은 국가연구개발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
9. 한국천문연구원 경과조치(부칙안 제6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천문연구원은 해산하고,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에 의
한 기초과학연구원이 승계토록 함
10. 한국해양연구원 경과조치(부칙안 제7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과기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립할 때까지 법인격을
유지한 채 교과부 소속으로 남게 함(이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한국해양연구원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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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국가연구개발원 설립 방향

① 행정 조직
(1단계) 법령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변경을 요하는 부분(단일법인화)외에는 기존 체제 승계 위주

●

의 개발원 조직 설계·구성
- 개별 연구기관들도 조직상의 개편 없이 기존 조직 체제 그대로 유지

(2단계) 전문성이 강화된 개발원 본원의 행정 업무(정책·기획/기술 사업화/융·복합연구관리

●

등) 등을 고려하여 개발원 자율적 개편 추진

② 18개 연구기관의 명칭
(1단계) 개편안에 따라 국과위 소속의 단일법인 체제를 구축하나, 개별 연구기관의 정체성 유지 및

●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기존 명칭 유지
(2단계) 1단계와 같이 개별 연구기관의 기존 명칭을 그대로 유지

●

③ 18개 연구기관의 장
(1단계) 개발원의 장(이사장)만 새로이 선임할 뿐 現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보장 및 역할 그대로 유지

●

(2단계) 정관에 따라 개발원의 장이 개별 연구원장에게 행정권한을 위임

●

- 각 연구기관 원장은 예산, 인력운용 등에서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④ 인력
(1단계) 개발원 본원의 행정인력은 양 연구회 인력을 승계하고 추가 필요 인력은 개별 연구기관

●

에서 파견으로 충족
- 개별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변동 없이 現 상태 유지

(2단계) 국가연구개발원 본원과 개별 연구기관 간 행정 분담 및 융합 연구수행 등을 고려하여 개

●

발원 자율적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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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산
(1단계) 개발원 예산은 기존 양 연구회 예산을 승계

●

- 연구예산은 기 확보한 예산을 개발원에서 배정

(2단계) 연구사업 및 운영예산을 개발원에서 확보하여 각 연구기관으로 배정

●

- 개별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개발원의 장이 기관 역할에 따라 묶음예산을 배분 후 개별 연구원장이 자율적으로 집행

⑥ 연구분야
(1단계) 개별 연구원장의 자율과 책임 하에 기존 연구 지속 수행

●

- 임무수행형 연구조직의 설치를 통한 연구의 집중화, 전문화, 특성화 추진

(2단계) 기존 연구 수행 이외에 연구분야, 기술특성, 대내외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

융·복합 및 국가 문제 해결형 연구 분야 확대

⑦ 연구기관 임무
(1단계) 통합되는 연구기관의 現 주요임무를 주요 연구기능으로 설정

●

(2단계) 개별 연구기관의 고유 임무는 단절없이 지속 수행하면서 기관 간, 연구분야 간, 인력 간

●

협력을 통한 융·복합 및 국가 아젠다 해결을 고려한 임무 정립

⑧ 법령, 규정 등
(1단계) 단일법인화 관계 법령에 의거한 국가연구개발원 정관 및 규정 수립

●

- 개별 연구기관은 기존 규정/지침에 의거하여 운영

(2단계) 개별 연구기관별로 상이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통합·일원화

●

- 급여 등 1단계에서 조정이 어려운 규정은 장기적으로 단계적 조정
- 특정 연구기관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통합규정과 분리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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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 개편 내용

(1)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 조속개편 추진기관
KIST 등 19개 기관*은 자체 수립한 발전 로드맵에 따라 ’12년 상반기까지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 추

● 

진 완료
*K
 IST, ETRI, 항우(연), 식품(연), 기계(연), 전기(연), 화학(연), 생명(연), 표준(연), 지질(연), 에기(연), 생기(원), 원자력(연), 기초
(연), 철도(연), 건기(연), 핵융합(연), 재료(연), 극지(연)

기존 조직

개편 후 조직

•융·복합기술본부, 재료·소자본부, 로봇시스템본부,
로봇시스템본부, 에너지본부, 환경본부, 생명·보건
본부

•일반연구조직
-미
 래융합기술연구본부,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로 이
원화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뇌
 인지연구소, 초내열소재연구소, 바이오닉스연구

한
국
과
학
기
술
연
구
원

소, 녹색도시연구소 신설

원장

원장

부원장

부원장

뇌인지연구소
융
·
복
합
기
술
본
부

재
료
·
소
자
본
부

로
봇
시
스
템
본
부

에
너
지
본
부

환
경
본
부

생
명
·
보
건
본
부

바이오닉스연구소

녹색도시환경기술연구소

초내열소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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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연)은 기관내부 상황(신임원장 부임)을 고려하여 ’13년까지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 추진 완료

● 

’11년 개편

•4본부 1센터 3부 2실 14그룹 9팀에서 4본부 2부 9센
터 6실로 개편
-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를 위한 seed 조직으로 5
개 조직(광학천문연구센터, 전파천문연구센터, 우주

향후 개편 방향

•일반조직
- 관측장비운영본부, 연구지원본부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 천문우주연구본부, 천문우주기술융합본부

과학연구센터, 천문우주기술개발센터, 전파기술개
한

발센터) 운영

국
천
문
연
구
원

(2)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한 개편 추진기관
해양(연)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 추진

● 

* 해양(연)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개편하는「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이 공포(’11.12.31)되었고, ‘12.7.1 시행 예정

(3) 민영화 변수를 고려한 조직개편 추진기관
민영화 추진 중인 안전성(연)은 추후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 개편 및 발전방안 수립 추진

● 

* 현재까지 4차 매각이 유찰되어, 민간매각을 포함한 다른 대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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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 체제 유지 후 중장기적인 개편 추진기관
한의학(연), 수리(연), 김치(연)은 조직의 규모와 연혁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 체제 하에서 연구역량

● 

강화 추진 후 중장기적으로 임무수행형 연구조직화 추진
’11년 개편

•현
 제제 내에서 프로그램 중심 연구본부 개편(4개 연
구본부)

•일반연구조직
- 문헌정보연구본부, 한의기술표준센터

- 전통의약정보연구, 표준화연구, 체질의학연구, 한
의융합연구
한

향후 개편 방향(안)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 의료연구단, 한약연구단

국
한
의
학
연
구
원

KISTI는 서비스기능을 수행하는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이 최근 수립한 센터 체제하에서 연구기능

● 

을 점진적으로 확대
기존 조직

•3
 본부 1센터 2단 10실
-정
 보유통본부, 정보분석본부, 슈퍼컴퓨팅본부, 국가
한
국
과
학
기
술
정
보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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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정책센터

개편 후 조직

•임
 무수행형 연구조직을 목표로 센터 체제화
-지
 식정보센터, NTIS센터, 정보S/W연구센터, TCI센
터, 정보분석연구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슈퍼컴퓨
팅센터, 과학기술연구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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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운영지침

1. 선발 및 운영절차
주체

단계

주 요 내 용
•신청자격 충족자는 인사담당부서에 신청

1단계
연구

2단계

기관

연구회 및 부처

   - 신청횟수 : 책임급 연구원 정년까지 총 3회 이내
•인사담당부서는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가칭)우수연구원 추천위원회’에 심의 상정
•‘(가칭)우수연구원 추천위원회’ 심의·추천
   - 정성평가(추천기준) → 인사위원회 추천

3단계

•기관별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심의

4단계

•원장 승인(인사위원회 심의결과와 선발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5단계

•사후관리(우수연구원 자격관리), 개인평가(DDF) 반영 등

운영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기관평가 등을 통하여 운영실태 확인

검토

- 기관별 우수연구원 자격·선발절차·운영규모 등

※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관 자율 결정

2. 신청자격
■ 공통기준
구분
기초자격

주 요 내 용
•책임급 임용 후 7년 이상 근속 정규직 연구원1)
•기초자격과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신청
자격

성과
자격

  - 책임급 임용 후 ‘논문’, ‘특허’, ‘기술료’ 실적 중 어느 하나가 기관 전체 책임급 연구원의 실적 중 상위 20%
이내자
  - 책임급 임용 후 ‘개인평가 결과’ 평균 4.0점2) 이상자
  - 국가 과학기술 및 기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3)
•근속기간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내·외부 징계를 받은 자는 신청·선발 불가

기타

•신청횟수는 책임급 연구원 정년까지 총 3회로 제한

사항

•국가과학자는 위 조건과 무관하게 우수연구원 인정
•현재의 영년직 연구원도 신청 가능

1) 해당직군 : 연구직
2) 산출방법 : 5단계 등급체계에서 최상위 등급을 5점으로 등급 간 간격은 1점일 경우
3) 자격(예시) : 대통령상 이상 정부포상 수상, 대형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경력 5년 이상, 기관(선임부장 이상)·정부부처(국장급 이상) 주요보직 경력자 등

■ 자율기준
논문, 특허, 기술료의 실적 인정 기준·범위※ 및 산출방법, 과학기술 발전 기여자 등 세부기준은 기

● 

관 자율 결정
※ 예 : 논문(국내외 / SCI급 / 건 / 건별 지수화 / 등재지별 배점 등), 특허(국내외 / 등록·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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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기관은 공통기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청자격 기준 구성이 가능하나, 공통기준 및 현행 기관

● 

별 영년직 신청자격 이상의 기준 마련

3. 추천기준
■ 공통기준
(가칭)우수연구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 원내 관계자 및 원외 전문가 10명 이상(위원장 1명(외부) 포함)으로 구성하되, 원외 전문가를 50% 이상 위촉
- 추천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2배수 이내의 ‘우수연구원 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

※ 추천기준
•평가지표(4개+α)에 의한 정성평가(100%)
평가지표
성과자격의 질적 우수성
조직공헌도

정의(예시)
신청자 성과자격의 세계적 수준, 수월성, 학문적 발전·파급력, 차별성 등
신청자 근속기간 중 정량적·정성적 조직 기여 정도

구성원 간 융합성

신청자 근속기간 중 구성원들과의 친화·협력, 기관 공동목표 추구, 팀웍 중시 정도 등

향후 발전가능성

향후 우수 연구성과 등의 지속적인 창출로 기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역량 정도

☞ 평가지표별 ‘(가칭)신청자 제출 공적조서’에 근거한 자격 검증

■ 자율기준
공통 평가지표(4개) 이외의 지표 추가 및 구성 자율

● 

공통기준 이외의 평가지표 정의(definition), 지표별 가중치 부여 및 평점집계, 평점 최소기준, 평가절

● 

차 등 평가 제반사항은 기관 자율 결정·운영

4. 선발규모
매년도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 내외를 선발하되, 기관별 우수연구원 수(數)는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

● 

원의 10% 이내 선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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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조건 및 처우
■ 공통기준
정년연장 : 61세 → 65세

● 

임금피크제 적용 : 62세부터

● 

- 61세까지는 현행 임금제도 적용, 62세부터 65세까지 61세 기본연봉의 90% 수준 지급(임금인상은 타직원과 동일)

고용계약제 비적용 : 우수연구원 자격이 유지되는 한 65세까지

● 

우수연구원 선정 후 조건부 新 고용계약 체결

● 

-정
 년 65세, 62세부터 임금피크제 실시, 고용계약제 비적용, 년차별 개인평가 후 자격 미달(2년 연속 ‘매우미흡(D)’ 평가) 시
또는 징계 등에 따라 우수연구원 자격 해임 및 고용계약제 재적용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고용계약 체결

■ 자율기준
임금피크제 유형은 “62세부터 65세까지, 61세 기본연봉의 90% 수준 지급”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 

“감액 후 수평형” 또는 “점감형” 등의 방법으로 선택·운영 가능
61세 전·후의 퇴직금은 관련 법률 허용 범위에서 정산·지급

● 

공통기준 외 추가 우대조건 부여 및 처우는 자율 운영

● 

6. 사후관리
■ 연구기관 : 우수연구원 자격관리
년차별 개인평가 적용

● 

- 2년 연속 ‘매우미흡(D)’ 평가를 받은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우수연구원 자격 해임 여부 결정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로 내·외부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우수연

● 

구원 자격 해임 여부 결정
해임 후 재신청

● 

- 책임급 연구원 정년인 61세까지의 잔여 신청 횟수(1인당 총 3회 기준) 만큼 재신청 가능

■ 연구회 및 부처 : 제도 운영실태 관리
각 기관별 우수연구원 운영·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은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기관평가 등

● 

을 통해 검토
- 운영규모의 확인·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운영의 적정성 및 공정성 확인·개선 : 기관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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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국내 공공부분의 효
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6년 연구과제중심
(PBS : Project-based System)제도가 도입되었다.
연구과제중심(PBS)제도는 출연연구기관의 특
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의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직접 지원하지 않고, 경쟁에 의한 연구과제 수주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명제인 총원가제도(Full Cost)로서, 출연(연)의

(1) 정책 추진 배경

연구 경쟁력 및 연구책임자의 권한 강화, 우수연구
원 인센티브 지급 확대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1)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나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

친 과제 수주 경쟁으로 인한 연구원의 연구활동의

는 핵심 요소임에도 과학기술력 확보의 원동력이

불안정성 증대와 다수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역량

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들은 타 전문직 종사

분산, 기관보다 개인 중심의 연구 분위기 및 연구

자에 비해 낮은 사회적 지위 및 낮은 소득수준으로

자간 장벽 조장 등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연구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며, 연구원 정

되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대책으로 출연(연) 연구

년단축으로 노후불안마저 가중되면서 사기는 저

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되고, 우수인력은 유출되고 있다.
과학기술인들의 노후불안 해소를 위한 과학기

(2) 도입 경과

술인연금 도입은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난 1990년대에는 출연연 연구원들의 사학연금

1)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가입이 추진되었으나 법 개정 문제로 무산되기도

●

하였다. 정부 재정지원의 어려움, 형평성에 따른

2002년 12월 「과학기술인공제회법」(법률 제6815
호) 제정
2003년 5월 과학기술인공제회 창립

관계부처의 반대 등으로 제도 정착에 난항을 겪었

● 

으나, 지난 2002년 12월 26일 우수한 연구인력 유

● 

치와 안정적 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가 과학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

2004년 11월 퇴직공제(연금)사업 및 적립형공제
사업 출범, 정부출연금 400억원 지원
2008년 3월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

● 

공포되었고, 2003년 5월 30일 과학기술인공제회

기술인 사기진작’의 핵심과제로 과학기술인연

가 설립되어 과학기술인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기

금 활성화 채택

틀이 마련되었다.

2008년 5월 연금 세제적용, 조직 및 인력운영,

● 

연금시스템 최적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과

2) 출연(연) 연구자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
1990년대 세계시장의 경쟁 환경이 점점 심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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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1천억원 지원을 확정

● 

2008년 12월 과학기술인 퇴직시 과학기술발전

● 

●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인공제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09년 3월 제1기 연금심의위원회 구성
2010년 6월 기술료 제도개선 범부처 TF회의
개최
2010년 8월 기술료 납부기환 및 미납기술료 출

● 

2008년 12월 범부처 기술료 출연을 위한「국

연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

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개정. 총

정』개정

● 

2,000억원 자금조성 계획 확정
2008년 12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마련을

● 

2012년 5월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 확대를 위한

● 

마스터플랜(안) 확정

위한 정부출연금 600억원 지원
2009년 1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개정하여

2) 출연(연) 연구자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원 및 연금심의위원회

정부는 2008년도에 「출연(연) 연구원들이 프로젝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 과학기술인연

트 수주보다는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금제도 본격 시행

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자

● 

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PBS 제도를 개
과학기술인공제회 주요현황(‘12.10월)

선하겠다.」는 대선 공약사항을 국정과제로 채택·
추진하였다. 2008년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설립목적(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조)
  - 효
 율적인 공제제도 확립으로 과학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주요기능 : 과학기술인연금, 공제급여사업, 복지후생
사업
•자산규모 : 1조 3,978억원, 회원수 : 29,028명
  - 적
 립형공제급여사업 : 239개 기관, 약22,633명,
약2,693억원
-과
 학기술인연금사업 : 79개 기관, 약11,978명, 약
4,525억원
 돈급여사업 : 약3,821억원, 장려금재원 1,732억원
   - 목
및 준비금 등 1,207억원
•복지후생사업 : 대여, 의료할인, 휴양시설 제공, 법
률상담 등
•심의기구
   - 대의원회 : 15인(회원대표, 정부, 출연기관 등)
- 이사회 : 11인(정부, 출연기관, 자산운용전문가 등)
   - 연
 금심의위원회 : 10인(회원대표, 정부, 기관대표,

서 소요 인건비 직·간접 출연방식을 통한 지원에
합의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획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
술연구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하고,
2008년 9월까지 수차례 T/F팀 검토회의를 개최하
여 출연(연)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
하는 PBS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08.9).
T/F팀에서 마련한 PBS 제도 개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08.11)하여 출연(연) 등 관계기관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8년 12월 PBS
제도 개선 정부(안)을 확정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
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 반
영 노력 등을 통해 안정적 인건비 지원 비중을 확
대하였다.

연금 전문가 등)
   - 투
 자심사위원회 : 11인(실물자산, 기업분석, 금융,
법률 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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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및 성과

진하였다.

-과
 학기술인연금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관심과 가입 확대는

(1)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에 기인한다. 국민연금기금의

① 과학기술인연금제도 추진

재정건전화를 위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과학기술인연금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거,

의 소득대체율은 점차 감소하여, 약 50%에 달하는 소득대

과학기술인의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체율이 2028년도 이후에는 40%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

시작된 확정기여형(DC형) 형태의 퇴직연금이다.

었다. 이는 OECD 국가들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대체

정부는 2009년부터 현행 국민연금(개인 소득의

율로 60~70%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퇴직

4.5%와 기관의 매칭 부담)의 토대 위에 법정 퇴

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직금제도(근로자소득의 8.3%를 사용자가 부담)를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로 전환하고, 여기에 개
인의 추가부담과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발전

- 2 009년 과학기술인연금 본격 시행 이후 과학기술발전장려

장려금 지급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인연금제

금 지급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조성, 세제 감면을 위한 소득

도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

세법시행령 개정 등에 힘입어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한 성장

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을 보여 2012년 10월말 현재 가입기관의 수가 79개, 가입
자 수는 11,978명이며 운용금액의 규모도 약 4,525억원에

-이
 명박정부는 2008년 3월 과학기술인연금 활성화를 위

달하고 있다. 2008년도 가입기관의 수가 6개이었고, 가입

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교육

자 수가 단지 742명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정책

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법령개정, 세제해택 지원, 장려금 재원마련 등을 추

<그림 3-4-1> 과학기술인연금 가입자 증가추이
가입기관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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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정체가 예견
퇴직급여

되고 있어, 목표수익률은 7.1%로 예년보다 낮게
설정되었으나, 자산규모가 1조 4,000억원에 달하

(+)운용실적

여 운용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

부담금

은 투자분야 다변화 및 대체투자 확대를 기본방향

+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법정부담금 8.3%+개인부담금 2.5%)

가입

으로 추진계획이며, 자산 확대에 따라 한층 더 높

퇴직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이공계인력관리특별지원사업 조성자금 우용수익을
활용, 장려금 지급은 정부출연(연)에 한정되며 대상기관은 별도로 정함.

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설계하여 회원에게 제공
해 나갈 것이다.

② 과학기술발전장려금제도

③ 연금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과학기술인연금의 연금급여는 부담금적립액과 운

과학기술인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

용수익에 과학기술인만을 위한 특별공로금인 ‘과

하에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

학기술발전장려금’을 합친 금액이 지급된다. 이

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중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감사원 등으로부터 정기

원*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며 과학기술공제회 퇴직

적인 감사를 수감하고 있다.

연금 급여사업에 10년이상 가입한 정부출연연구

과학기술인연금의 급여수준에 관한사항, 급여

기관 임직원이 지원대상이다.

의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

*과
 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 정부출연금(1,000억원) + 기술

에 관한 사항 등 퇴직연금급여사업과 과학기술발
전장려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

료(‘13년까지 1,000억원)

<표 3-4-1> 정부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조성현황 (2012.10)
(단위 : 억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10월

200

200

-

-

600

-

-

-

-

기술료

-

-

-

-

-

51

92

381

208

누적합계

200

400

400

400

1,000

1,051

1,143

1,524

1,732

정부출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표 3-4-2>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장려금지원률(연봉대비)

1.05%

1.02%

1.02%

지원규모(억원)

11

41

65

지원자수(명)

3,367

8,724

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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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현황
     - 일반계정(회원부담금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10월

2011.12월

2010.12월

2009.12월

수익금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수익금

주식

4,149

6.8%

-5,554

-11.6%

2,583

16.4%

272

수익률
-

채권

7,587

5.4%

11,812

7.2%

10,853

9.5%

10,317

11.4%

대체투자

40,223

7.5%

28,612

7.9%

13,736

8.2%

6,777

7.8%

기타단기자금

2,230

3.2%

5,319

3.6%

1,525

3.6%

460

2.6%

합계

54,189

6.4%

40,189

5.7%

28,697

8.2%

17,826

9.1%

     
- 특별계정(과학기술발전장려금재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10월

2011.12월

2010.12월

수익금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수익금

주식

-86

-0.9%

-161

-1.5%

-

채권

1,433

3.8%

4,152

6.4%

4,357

수익률

2009.12월
수익금

수익률

-

-

7.1%

3,401

8.6%

대체투자

5,013

6.9%

2,949

8.3%

2,825

8.9%

1,355

9.7%

기타단기자금

1,334

3.2%

1,593

3.5%

936

3.5%

13

2.5%

합계

7,694

5.5%

8,541

6.3%

8,118

7.3%

4,769

7.6%

앙행정기관 공무원, 연금전문가, 가입기관대표로

여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회원모집

구성된 ‘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으며,
⑤ 과학기술인연금 기대효과 : 연구원들의 노후생활
-투
 자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체투자건 심의를 위한

불안감 해소

투자심사위원회 및 투자규모 100억원 이하인 대체투자건

과학기술발전장려금제도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심의를 위한 자금운용위원회를 운용하고 있다.

되었던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본격적인
노후보장책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④ 과학기술인연금 홍보 노력

크다. 과학기술인연금제도 정착으로 연구원들의

매분기 소식지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과학기술

노후생활 불안감이 크게 해소돼 안정적인 연구 분

인공제회의 현황을 알리고 있으며, 세계 최초 과

위기 조성됨은 물론 국내 우수인력의 유출방지 및

학기술인 복지전문 잡지 ‘행복한 과학기술인’ 발간

해외 우수인력 국내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

을 통해 과학기술인간 소통에 앞장섬으로써 과학

휘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수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기피현상 해소 및 과학기술인 우대분위기 조성에

매월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직접 기관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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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안정적 자산운용 전략(투자결정 프로세스)

투자 제안(제안사)
·유망(산업)분야 및 연간 자산배분 계획을 고려한 투자대상 발굴
·관련금융기관
Yes
1차 검토
·제안 건 접수 및 진행여부 검토(담당자 선정)

Yes

·내부 협의
Reject
Yes

·심사 결과 통보
(공제회→제안사)

2차 검토
No
·산업분석, 재무분석, 가치분석
- 투자목적과의 부합성 판단
·투자심의/자금운용 위원회 부의여부 판단
Yes

No

투자관련 위원회 및 검토보고서
·투자여부, 조건 등에 대한 심의·의결
·모든 투자권은 담당자가 작성하고 실장 또 팀장이 확인한 투자심사
보고서 첨부
Yes
윤리경영담당
최종 의사결정

·일상감사

·최종 이사장 승인
Yes

투자 집행
·투자심의/자금운용 위원회 승인조건 및 내부 위임전결에 따른 업무처리
Yes
자료관리

정기점검

·매매관련 자료제출 : 계산서 등
·건전성 보고 등을 통한 투자 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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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연) 연구자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

첫째,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

출연(연) 연구자들의 과도한 과제수주 경쟁을 완

해 정부 직접 출연을 통한 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

화하고, 연구원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평균) 지원 비중을 출연 기관별로 공공성과 민간

연구 분위기 조성과 연구원의 사기진작 제고 및 기

수탁 비중(그림 3-4-3)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관고유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확대하여 출연(연)의

(표 3-4-3)하였으며, 최대 70% 수준까지 단계적

연구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으로 확대 추진하였다(표 3-4-4). 이를 위해 출연

<그림 3-4-3> 출연(연)별 인건비 지원목표 차등 설정

공공성

수리

보안

극지

핵융합

90% 이상

해양
60~70%

천문

기초
80~90%

표준
항공

에너지

KISTI

원자력

철도

건설

지질

70~80%

KIST
70%

생기원

60~70%
전기

기계

화학

생명

50~60%
재료

80~90%

식품
안전성

한의학
40%

ETRI

민간수탁

<표 3-4-3> 기관별 안정적 인건비 지원목표
인건비 지원비율
90%이상

80~90%

70~80%
70%
60~70%
50~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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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민간수탁이 전무

해당 기관
수리, 극지, 보안, 핵융합, 기초, 천문

공공성이 강하고 민간수탁이 전무

KISTI, 한의학

공공성이 약하고 민간수탁이 미미하나, 향후 민간수탁 활성화가 가능

생명

공공성이 강하고 민간수탁이 미미(정책지정 사업에 대한 여지가 충분)

항공

공공성이 강하고 민간수탁이 적정

표준, 에너지, 철도, 건설, 지질

공공성과 민간수탁이 적정

KIST

공공성은 강하나, 민간수탁이 많음

해양, 원자력

공공성은 약하면서, 민간수탁이 많음

생기원, 전기, 기계, 식품. 재료, 화학

공공성은 매우 약하면서, 민간수탁이 많음

안전성

공공성이 매우 약하면서, 민간수탁이 매우 많음(정책지정 사업에 대
한 여지가 충분)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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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주요사업 중 국가·사회적 현안해결 가능 분야,

거나, 기관고유 임무에 해당하나 기금 등 이전이 불

대형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증액사업을

가능한 재원 및 부처 주도가 필요한 국가적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한시적인 출연금인 일반사업비내

출연(연) 정책지정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부처를

인건비를 안정적 출연금인 기본사업비내 인건비

통해 안정적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로 전환하고, 정부 수탁사업을 출연(연)에 이관하

<표 3-4-4> 출연(연) 안정적 인건비 연차별 추진 실적
  ※ (‘08)31% → (’09)50% → (‘10)60% → (‘11)70% (억원,%)  

‘08년
구분

‘09년

10년도

11년도

출연금

비율

출연금

비율

총인건비(A)

출연금
(B)

비율
(B/A)

총인건비(C)

출연금
(D)

비율
(D/C)

합계

2,235

30.8

3,749

50.0

7,638

4,592

60.1

8,166

5,713

70.0

기초

1,085

32.4

1,887

54.4

3,548

2,363

66.6

3,810

2,883

75.7

산업

1,150

29.3

1,862

46.3

4,090

2,229

54.5

4,356

2,830

65.0

* 출연금 : 해양, 건설, 철도, 원자력, ETRI 등 정책지정 인건비 포함
* ‘08 인건비 지원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4.6% , 직할기관 68.7%

<표 3-4-5>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연차별 추진 실적
(백만원)

지원
목표
비율
(%)

10년도

11년도 인건비

11년도
11년도
지원
합    계 정부
총인건비
비율
목표
(D=
출연금
(C)
(B/A)
비율(%)
B+c+d)
(c)

10년도
총인건비
(A)

인건비
(B)

기초소계

354,814

236,312

66.6

75.0

기초(연)

12,841

9,057

70.5

핵융합

11,701

9,309

79.6

958

957

천문(연)

9,275

극지(연)

기관명

380,989

288,314

29,935

90.0

13,547

10,555

1,498

90.0

13,096

12,661

1,352

99.9

99.0

1,907

1,660

9,270

99.9

99.0

9,786

8,039

7,183

89.4

95.0

생명(연)

24,516

15,268

62.3

한의학

7,768

6,791

87.4

수리(연)

90%
이상

정책
지정
(d)

12년도 인건비

12년도
정부
비율 총인건비
출연금
(E)
(D/C)
(F)

22,068

75.7
77.9

2,000

96.7

703

87.0

9,780

510

8,737

8,183

1,000

80.0

25,864

20,852

1,840

95.0

8,298

7,725

934

3,745

418,542

비율
(F/E)

300,969

71.9%

14,925

11,144

74.7%

14,666

13,354

91.1%

2,265

1,982

87.5%

99.9

10,915

10,242

93.8%

93.7

10,216

8,749

85.6%

80.6

28,210

21,811

77.3%

93.1

9,485

8,155

86.0%

과기정보

80 ~

23,245

18,071

77.7

80.0

24,660

19,545

1,474

79.3

26,778

20,509

76.6%

해양(연)

90%

30,951

26,703

86.3

90.0

32,962

29,193

2,490

88.6

36,109

30,230

83.7%

항우(연)

46,678

31,285

67.0

80.0

50,033

39,522

2,621

5,617

79.0

54,815

41,489

75.7%

표준(연)

31,154

20,808

66.8

80.0

32,868

26,068

2,944

2,315

79.3

35,195

26,899

76.4%

55,008

33,115

60.2

70.0

58,375

40,527

4,021

3,391

69.4

63,544

42,427

66.8%

92,680

48,495

52.3

60.0

100,856

62,043

8,548

5,000

61.5

111,419

63,978

57.4%

KIST
원자력

70%
60
~70%

* (C): 사업계획 및 예산 기준(‘10.12)
* (E): ’12년도 사업계획 기준(‘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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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하였다.

※ 분류 기준

① 공공성 (수행임무의 공익적 효과)
② 민간수탁 비중 (기관의 재원조달 능력)
-공
 공성이 강하고 민간수탁이 적을수록 → 인건비 지
원비중 확대

종전의 기관고유사업·일반사업 구분을 폐지,
주요사업비內 1)창의연구사업, 2)기관목적사업으
로 통합 운용
-창
 의연구사업 : 기관고유사업비 일부로 개인과제 및 팀과

-공
 공성이 약하고 민간수탁이 많을수록 → 인건비 지
원비중 축소

제를 지원, 출연(연) 연구원들의 연구역량 제고
- 기관목적사업
•고유 임무형 : 기관고유사업비 및 일반사업비를 통합, 중

둘째, 출연(연)의 사업구조를 신진 연구자들의
창의역량 개발 과제와 기관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Seed형 과제에 지원하는 창의연구사업과 중
장기적으로 기관의 고유기능과 임무 달성을 위한

장기 대형 기관미션사업 중심으로 재편*
*종
 료되는 기존 계속과제의 재원을 흡수하여 연차적
개편 추진
•부처 임무형 : 이관된 부처수탁사업비는 별도로 구분 계

기관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소형과제에서 대형 국

리, 주관부처의 정책수요 등을 적절히 반영

가이슈 해결 중심으로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

*사
 업간 비중은 출연(연)별 고유성격 등을 감안, 탄력

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사업 중심으로 재편(그림

적으로 조정 가능

<그림 3-4-4> 출연(연) 사업비 구조 개편
종전

변경

➊ 기본사업비

➊ 기본사업비

인건비

인건비

경상경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

➋ 주요사업비
① 창의연구사업(10~20%)*

➋ 특수사업비
일반사업
시설사업
차입금 상환 등 기타

• 개인과제, 팀과제
② 기관목적사업(80~90%)*
• 기관 고유임무형(60%)
• 부처 임무형(20~30%)
➌ 특수사업비
시설사업
차입금 상환 등 기타

➌ 부처 수탁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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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민간 수탁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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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들의 자긍심과 일반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
식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제

(2) 출연(연) 연구자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

고하기 위하여, 우수연구원의 정년 연장 및 과학

출연(연)의 PBS 제도 개선으로 인해 정부의 출연

기술발전장려금 추가확보를 추진목표로 도출하였

금을 통한 안정적 인건비 지원 비중은 70%까지 확

다. 우수연구원의 정년 연장은 기초기술연구회

대되어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한 바 있지

및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의결하여 각 출연(연)에서

만, ’11년 3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이후 PBS

세부 시행 착수단계이며,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

제도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

원은 현재 ‘13년까지 2,000억원 조성 중에 있으므

해 출연(연)의 묶음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

로, ’14년 이후 추가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고 있다. 묶음예산(Block Funding, 표 3-4-6)은

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연구기관이 기관(장) 재량으로 연구사업을 기획·

과학기술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강화하여 궁극

추진할 수 있게 정부는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하

적으로 이를 국가연구 역량 극대화로 연계시켜야

는 예산이다. 묶음예산 도입으로 출연(연) 예산구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발전장려금 재원 확대를 통

조를 PBS 중심에서 장기적 성과창출을 위해 출연

한 과학기술인연금의 수혜율 확대, 양질의 복지서

금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출연(연)을 고유

비스 제공 및 자산운용의 건실화 등을 통해 과학기

임무 기능에 부합하는 역할 정립 및 국가적 책무

술인연금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과학

성을 강화하고, 기관 고유미션 중심 성과지향체제

기술인의 사기진작 목표를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

로 전환해 나아갈 것이다.

러한 국가적·사회적 배려와 보상은 과학기술인

<표 3-4-6> Block Funding VS Competitive Funding
구분
개념
강조점

Block Funding
예산을 줄 때 구체적인 돈의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
고 맡기는 방식

Competitive Funding
경쟁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자율성

효율성

변화반응

변화에 즉각적 반응 가능

선정시 제약조건으로 낮은 대응성

사전통제

지침 등을 통한 미약한 통제

선정/미선정의 강력한 통제

절차통제

적법성·적절성 통제

적법성 통제

사후통제

장기적 성과관리 및 환류를 통한 강력한 사후통제

경쟁 선정에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미약한 사후통제

평가부담

기관에 대한 사후 평가로 평가 부담 완화

각 경쟁별 상이한 선정평가 및 사후 평가로 중복 부담 발생

기간

출연(연), 대학 등의 장기적 발전에 적합

단기적 사업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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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 출연(연)예산구조의 현재와 미래

PBS 이전

PBS 도입

•정부 인정 인력 T/O 기준으로 출연금 규모 결정

•연구관리체계를 경쟁적 연구과제 중심

•연구비는 인건비 제외, 직·간접비만 계상

•정부는 최소 적정 규모의 출연금 지원
•경상운영비(인건비 포함)를 연구과제 연계 확보

장점

단점

장점

단점

기관의 안정적 운영

예산관리의 비합리성

경쟁을 통한 R&D 유도

경상운영비의 불안정성

인건비 문제 해결

기관운영의 투명성

사업관리 투명성 개선

단기 성과 위주 연구수행

경쟁 약화

지나친 연구수주 몰입

• PBS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조달 시스템 구축
• 연구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 R&D 예산제도의 선진화

PBS 이후

•기관 고유 미션에 적합한 연구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묶음예산(Block Funding) 도입 및 확대 추진
- 안정적인 연구비와 인건비 지원(70% 수준)

기대 효과

① 기관장 책임하에 성과 도출 및 연구 자율성 제고
②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초·원천 및 전략 연구분야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③ 안정적인 경상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을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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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연금 가입 기관 : 79개 기관 (2012.10.31 기준)
구 분

기 관 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
기초기술연구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분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퇴직연금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

(25)

수리과학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
핵융합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
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

장려금

기술연구소

대상기관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특정연구기관
(1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타출연기관(3)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기술사회
BNF테크놀로지(주)
나노기반소프트일렉트로닉
퇴직연금
대상기관

민간기관등
(39)

(39)

스연구단
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
연구개발센터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문엔지니어링
(주)영호이앤씨
(주)엔에스브이
주식회사 우리산

계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연구재단 부설 연구개발

나노종합펩센터

인력교육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세기생명과학문화재단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환경과학기술
(재)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
연구단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앤스코주식회사
(사)대한설비공학회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대한엔지니어링
(재) 경기테크노파크
(사)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사)한국대학기술이전협의회
한국국방연구원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사)대한전기학회
(재)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
(주)건영이앤씨
(주)피켐코리아
자람&수엔지니어링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주식회사 더불어숲
(재)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

79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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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마련을 위한 부처별 기술료 출연현황
(2012.10.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납입기관

총납입금액

합계

73,230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일반회계,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개발진흥사업)

3,149

41,008

8,36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33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145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3,59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재활공학연구소

1,634

국립암센터

1

국방과학연구소

2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182

농촌진흥청

160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5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787

한국콘텐츠진흥원

650

국민체육진흥공단

49

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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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공제회 주요 사업 현황
●과
 학기술인연금
사용자는 법정퇴직금인 임금총액의 1/12(8.3%)을 과학기술인퇴직연금으로 전환

● 

개인은 임금총액의 25/1000(2.5%)를 추가로 납부

● 

퇴직시 원금 및 운용수익,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 고령화 시대의 노후 준비(OECD 권고 3층 보장제도)

•국민연금 : 기초생활 보장(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가입)
•과학기술인연금(퇴직연금) : 안정적인 생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적립형공제급여(개인연금) : 여유있는 생활(자유선택)

▣ 부담금 및 급여

부담금

사용자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

개인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운용실적

25/1000 이상)

부담금

급여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법정부담금 8.3%+개인부담금 2.5%)

「부담금원금(사용자 + 개인) + 운용수익」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가입

퇴직

※ 장려금은 별도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함

▣ 적립금의 운용
공제회

회원

운용방법 제시 및 정보제공
적립금 운용 및 교육실시

운용방법 선정 및 운용지시

운용현황 통지
공제회는 원리금보장상품 1개를 포함하여 최소 3개이상 회원에게 제시

▣ 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적립금의 50%이내)

•무주택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 등의 피해를 입어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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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포트폴리오(MP) 플랜

6%
6%

10%

MP100
플랜

MP70
플랜

9%

14%

10%

9%
70%

15%

MP50
플랜

50%

안정추구형

MP30
플랜

21%

15%
절대안정형

30%

14%

중립형

21%

수익추구형

•10년 MP 운용 비율 : 공제회 85%, 개별운용 15%
•10년 수익률 : MP100(6%), MP70(7.82%), MP50(9.25%), MP30(10.30%)

▣ 연금수급자격

•10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한 회원
(기존퇴직금을 연금에 합산하는 경우 가입기간으로 인정)

•퇴직 후 급여청구 시 연금 지급방법, 지급주기, 지급기간을 선택

▣ 연금수령액 비교 : 점진 증가, 감소, 균등(수령시 선택)

•퇴직시 원금+운용수익+장려금 합계 3억원시
(단위 : 천원)

구분

연금수급기간(월수령액, 세전)
5년차

10년차

20년차

30년차

총수령액

점진

연간 수령(1회)

12,624

16,894

30,255

54,183

790,582

증가

월 수령(12회)

1,080

1,445

2,589

4,636

811,866

점진

연간 수령(1회)

27,258

20,004

10,774

5,804

490,948

감소

월 수령(12회)

2,332

1,712

922

496

504,166

균등

연간 수령(1회)

20,562

20,562

20,562

20,562

616,830

방식

월 수령(12회)

1,760

1,760

1,760

1,760

633,436

▣ 퇴직연금 장려금 재원

•3,300만원/인
- 연봉 6,400만원 근로자(2010년말 출연연 평균급여)
- 장려금 2.5%(최대 지급조건) : 160만원
- 장려금재원 운용수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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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형공제급여사업
•높은 금리로 적립하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제혜택 부여 및 필요시 생활자금 대여
연복리6%

연금수급가능

세제혜택

생활자금 서비스

▣ 부담금

•가입한도 : 5~100구좌 한도 내에서 5구좌 단위로 가입 (1구좌당 1만원)
•납부방법 : 매월 급여에서 일괄공제
•납부기간 : 가입일 ~ 퇴직일
•증 감 좌 : 가입 또는 증감좌 후 3개월 이후부터

▣ 지급률 : 6% 연복리

•시중금리가 10%이상 변동될 시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가능
•10년 가입시 8%, 20년 가입시 10% 내외의 단리 이율효과

▣ 세제혜택 : 0~4%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소득세법 제63조)

▣ 연령대별 회원수 및 평균가입 구좌수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회원수(명)

967

6,580

6,829

3,810

254

11

18,451

비율(%)

5

36

37

21

1

0.01

100

평균구좌수

18

22

31

47

62

32

35

▣ 수익비교(월35만원 가입) : 적립형공제(6%복리) vs 은행적금(5%단리)
구분
(천원)

5년
공제회
(A)

은행
(B)

원금

21,000

이자

3,445

10년
차이
(A-B)

공제회
(A)

은행
(B)

21,000

-

42,000

1,050

2,395

15,158

세금

37

162

(세율)

(1.09)

(15.4)

세후금액

24,408

21,888

△125
2,270

20년
차이
(A-B)

공제회
(A)

은행
(B)

42,000

-

84,000

84,000

-

2,100

13,058

75,520

4,200

71,320

336

323

(2.22)

(15.4)

56,822

43,777

13
13,045

2,199

647

(2.91)

(15.4)

157,322

87,553

차이
(A-B)

1,552
6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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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월35만원 20년가입시) : 점진 증가, 감소, 균등(수령시 선택)

구분

원금

점진 증가

연금수급액(월수령액, 세후)

총수령액

1년차

5년차

10년차

20년차

157,322

673

849

1,137

2,036

297,149

점진 감소

157,322

1,675

1,308

960

517

237,914

균등 방식

157,322

1,107

1,107

1,107

1,107

265,760

▣ 생활자금 대여

•개인별 부담금 원리금의 90%내에서 5.9% 이율로 대여

● 목돈급여사업

▣ 가입대상 : 일반회원 및 퇴직회원, 회원대상기관(공제회법 제6조 제2항)의 임직원 중 퇴직한 자

•적립형공제급여사업 중도해지 회원은 가입불가

▣ 가입금액 : 500만원 ~ 5억원까지(500만원 단위로 가입)

•복수로 가입 가능하며 총합계금액은 가입한도를 넘을 수 없음

▣ 가입기간 : 6개월, 1년, 2년, 3년 중 선택

•만기시 재가입 가능, 재가입시에는 재가입시점의 금리 적용

▣ 지급률
가입기간

6개월

1년

2년

3년

지급률

연 4.50%

연 5.00%

연 5.25%

연 5.50%

•가입시점의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는 고정금리
•만기지급식의 경우 연복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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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종류
종    류

지급방법

만기지급형

만기시 원금과 이자 수령

이자지급형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이자 수령 후 만기시 원금 수령

지급주기
매월

가입기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수령

연금지급형

가입기간

만기시

매월

(만기시 원금 소멸)

6개월, 1년,
2년, 3년 중 택1

▣ 지급률 조견표(1천만원 가입기준)
급여
종류

1년만기(5.00%)

지급
주기

만기

만기

지급형

2년만기(5.25%)

3년만기(5.50%)

세전

세후

세전

세후

세전

세후

500,000

423,000

1,077,560

911,630

1,742,410

1,474,090

5.00%

4.23%

5.39%

4.56%

5.81%

4.91%

이자

매월

40,740

34,470

42,730

36,160

44,710

37,840

지급형

(이자)

4.89%

4.14%

5.13%

4.34%

5.37%

4.54%

연금

매월

855,560

849,290

439,280

432,710

301,350

294,480

지급형

(원금+이자)

4.89%

4.14%

5.13%

4.34%

5.37%

4.54%

※ 이자소득세 : 15.4% (소득세14% + 주민세1.4%)
※ 중도 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지급율에 따라 이자 차감후 지급

■ 과학기술인공제회 복지서비스 현황
▣ 회원대여 : 적립형공제부담금 원리금의 90% 한도내 연 5.9% 저리 대여

▣ 휴양시설(콘도) : 34개

•대명·금호·한화·ES·용평·샤인빌럭셔리 리조트 회원가 제공
•년간 1인 사용한도 : 주말·성수기 2박, 주중 5박
구    분
대명리조트
금호리조트
한화리조트
ES리조트
용평리조트
샤인빌럭셔리리조트

지     역
직영 : 설악, 홍천, 단양, 양평, 경주 ,양양, 제주, 변산
체인 : 부산, 도고
직영 : 충무, 화순, 설악, 제주
체인 : 청평, 횡성
직영 : 설악, 백암온천, 지리산, 용인, 양평, 수안보, 산정호수, 부산, 대천, 경주, 제주, 평창
직영 : 제천, 통영
직영 : 용평, 무창포, 여수
직영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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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 휴양시설 : 18개
구    분

제휴서비스 내용

교육문화회관

객실료 40~50%, 식음료 10%, 예식 피로연 5% 등

호텔 인터시티

객실료 50%, 식음료 10%, 온천탕 40%할인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객실료 할인(주중65%, 주말 55%, 성수기 50%), 식음료 10%, 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50%) 등

샤인빌럭셔리리조트

객실료 특A급요금 적용(약56%~58%할인), 사우나 및 실내외수영장 50%할인, 샤인빌 CC 20%할인 등
호텔, 스파상품 5% 추가 할인

플레이스엠

펜션 : 주말/성수기 5%, 비수기 주중 10% 할인

천안상록리조트

객실료, 아쿠아피아, 놀이시설, 눈썰매장 등 약 40%할인

부산농심호텔

객실할인(성수기 53%, 비수기 60%), 허심청온천할인 25%

대구팔공산온천관광호텔

객실할인(주중 30%, 주말 20%) 및 식음료 10%, 온천 약 46%

광주과학기술교류 협력센터
KIST 과학기술연수원
강릉분원

게스트하우스 객실, 대연회장 및 국제회의장, 회의실 등 약 20%요금 할인.
회의시설 : 대회의실 1일 25만원, 제1,2회의실 1일 10만원 등
숙박시설 : 3인실 5만원, 4인실 6만원

스위트호텔

객실할인 : 주중 51%~65%, 주말 35%~40%

(경주, 낙산, 제주)

경주 파크골프장 50%할인 및 사우나 무료이용권(성인2인) 등

해운대 센텀호텔

객실할인 : 주중 64%~68%, 주말 60%~65%, 성수기 48%~60%

(부산)

휘트니스, 사우나 할인제공, 롯데백화점 식당가 할인

더클래스 300

객실할인 : 주중 78%, 주말 70%, 성수기 55%

(강원 속초)

식사이용시 10% 할인 및 연회장 이용단체는 추가할인

해남땅끝호텔

객실할인 : 주중 및 주말 10%~50%, 식음 및 기타할인

설악씬벨리골프리조트
광주홀리데이인호텔

객실할인 : 주중 85%, 주말 82% 할인, 골프 12%~23% 할인
객실할인 : 61%~66%, 호텔레스토랑 이용 시 10% 할인

▣ 의료기관 제휴할인 : 14개
지역

시설명
원자력병원

서울

대전

커스텀뷰 시력 교정수술 30%, 노안(레스토 20%, 백내장 10%)

강남하늘안과

커스텀큐라식(110만원), 마이크로 라식(90만원) 할인 등

서울광혜내과의원

갑상선진료 40%, PET-CT검사 20% 할인

을지대학병원

진료비(비급여) 10%, 건강검진 20% 할인

대전한방병원

첩약대금(비급여), 건강검진 10% 할인

포항성모병원
부산대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부산하늘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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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15% 할인, 비급여 진료비(입원·외래) 10% 할인

아이러브안과

건양대병원
포항

제휴서비스 내용

종합검진 20%, 진료비(비급여) 10% 할인
종합검진 5만원, 진료비(산재수가 10%, 비급여 15%) 할인 등
비급여(외래,입원) : 10% 할인, 검진수가 20% 할인 등
종합검진 20%, 진찰료(외래) 50%, 입원진료(비급여) 10% 할인 등
커스텀큐라식(110만원), 마이크로 라식(90만원)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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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의대울산한방병원

전국

종합검진 20%, 진찰료(외래) 50%, 입원진료(비급여) 10% 할인 등

스타화이트치과

보철, 미백, 임플란트, 교정 20% 할인 등(서울, 부산)

동신대한방병원

진료비(비급여) 20%, 첩약대 20%할인(서울목동, 광주, 순천, 목포)

▣ 장례식장 지정할인 : 6개
지역
서울

시설명

제휴서비스 내용

원자력병원

빈소사용료, 시신안치료, 염습료 15%할인

경찰병원

안치료, 시설사용료, 영결식장사용료 30% 할인

대전

건양대학병원

빈소사용료 30% 할인

창원

한마음병원

빈소사용료, 접객실 사용료 20% 할인

포항

포항성모병원

시설사용료 10%할인

부산

동의의료원

빈소, 안치료 및 장의용품의 10%할인

▣ 과학기술인복지카드 : 1개

•기본서비스 : 주유할인, 무이자 할부, 놀이공원 할인, 영화 할인 등
•특별서비스 : 연1회 이상 사용 시 연회비 면제(최초 발급비용 1만원은 부과됨)
※ 공제회 운영 콘도(대명, 금호) 결제 시 객실요금 5%추가할인

▣ 무료상담서비스 : 2개

•박영근·김병직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신성

▣ 기타 제휴서비스 : 9개

•인터파크투어, 더케이손해보험, (주)한솔교육, (주)ET나스코, 투어 오케이, 이룸웨딩 컨벤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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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목표로 우

구원과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주, 원자력 등 전략기술 투자 내실화와 미래에너지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원자

기술 개발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

력 역사상 처음으로 요르단에 연구용원자로를 수출

다. 2009년에는 우리 땅에서 최초로 과학기술위성

하게 되었고 아르헨티나, 러시아에 이은 세계 3번

2호가 발사되었고, 그동안 미온적으로 추진해 오던

째 연구용원자로 수출국이 된 것이다. 또한 2009년

SMART 원자로 개발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되었

SMART 원자로를 개발하기로 결정한 이후 상업용

다. 또한 그동안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

원전이면서 수출형인 새로운 개념의 중소형 원자로

만 되고 실행되지 못해왔던 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

를 우리 독자기술에 의한 고유모델로 개발을 완료

사업도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연방우주청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대형의 상업용 원전 중심에

간에 한국 우주인 배출을 포함하는 우주기술협력협

서 중소형 상업용 원전으로의 틈새시장을 노릴 수

정을 체결하고, 한국우주인배출사업추진위원회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이 정부 주도

심사를 통해 2012년 7월 4일 역사적인 표준설계인

로 시작된 것이다. 이소연은 러시아의 우주선 소유

가를 획득하였다. 이 원자로는 기존의 전기만 생산

즈(Soyuz)호를 타고 2008년 4월 8일부터 19일까지

하던 개념에서 벗어나 바닷물 담수화, 지역난방까

10일 동안 우주비행 후 다시 지구로 귀환함으로써

지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원자로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또 하나의 단어를 탄생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시켰다. 이는 국민과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

줄 수 있는 과학계의 역할모델의 탄생이기도 했다.

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국

한편 우주기술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인프

가는 원자력발전 포기를 선언하였다. 향후 원자력

라 구축이라는 목표도 설정하였다. 2009년 6월 전

을 청정에너지로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

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하반로에 나로우주센터를 준

전사고가 발생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개발

공하였고 같은 해 8월에 제1차, 2010년 6월에 제2

노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차 나로호를 발사하였다. 우주개발을 천직처럼 믿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에 있어서 선진

고 수행해 온 우리나라 우주개발 분야 과학자들은

국보다 30〜40년 늦게 출발하였으나 20여년의 짧

다목적실용위성, 정지궤도 위성 등을 개발하고 이

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11위권의 우주경쟁력

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2013년 10월, 제

을 갖는 국가로 성장하였고, 머지않은 장래에 우주

3차 나로호 발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고유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

의 발사체인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자력기술개발에 있어서

진하는 등 우주를 향한 우리나라의 도전은 계속되

도 연구용 원자로와 상업용원자로를 수출하는 등

고 있다.

세계 원자력시장에서 원자력 선진국들과 경쟁하

우리나라는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우리기술
로 건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9

게 되었고,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위
상 또한 높아졌다.

년 12월에는 요르단원자력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

281

정책자료집 ➍ 과학기술 혁신

년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07~2011)>을

제1절

독자적 우주개발역량
확보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11년 12월에는 <제1차 우
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국
내·외 우주개발 동향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우주개발을 위해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2012~2016)>을 수립하여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위해서는 우주운송시스템, 즉 우주발사체 개발이
필수적이다. 선진국은 1950년대부터 고성능·고

가. 정책 추진 배경

효율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해 엄청난 인적·물
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1957년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경쟁으로부터 시작

발사체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 프랑

된 우주개발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00

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등에

년대에 들어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산업의 성장 가

불과하다. 발사체 기술의 보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

능성과 기술파급 효과성을 인식하여 우주개발 초

유로운 우주 접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주발사체

창기의 군사적 경쟁 측면에서 우주산업 측면으

를 보유할 때 비로소 우주독립국으로서 타국에 의

로 우주개발 정책을 급속히 전환하였다. 이에 따

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주로 진출하여 우주를

라 유럽,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도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게

우주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이스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나로호 개

라엘, 브라질 등의 후발 국가들도 과감한 투자를

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나로호 발사를 위한 나로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우주개발 선진국은 달 탐

주센터를 건설하였다. 또한 국내 기술에 의해 개

사, 달기지 건설 등 우주탐사에 적극적으로 예산

발된 발사체의 자력발사를 위해 2단계 우주센터

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6년 4월 최초

구축·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로우주센터

의 국가우주개발계획인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

는 국가 우주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획(1996~2015)>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우주

의 전초기지로서 나로호 발사를 시작으로 순수 국

개발에 착수하였다.

내기술로 개발에 착수한 한국형발사체 발사를 준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

비하고 있으며 향후 달 탐사선 및 착륙선을 발사할

중장기기본계획(1996~2015)>은 그동안 많은 성

계획이다. 나로우주센터를 통하여 해외 위성발사

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기술을 추격·

서비스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21세기 우

습득하는 수준에 그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주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자립화를 위한 핵

우주로의 자유로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심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2007

국은 발사체 보유를 원하지만, 기술이전이 통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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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도의 발사체 기술 습득의 어려움과 개발을 위

발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발사체를 보유

1990년대부터 과학로켓을 시작으로 발사체에 대

한 나라는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지구정지궤도로

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IT 산업을 비롯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

한 중공업 분야에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럽, 중국, 인도, 일본으로 6개국 뿐이고, 저궤도 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 발사체

성 발사 능력만을 보유한 나라도 우크라이나, 이스

를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성 제작

라엘, 이란에 불과하며,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

기술,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센터와 함

여 브라질, 캐나다 등이 소형위성을 저궤도에 올릴

께 위성발사를 위한 3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는

수 있는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것이며, 곧 우주강국으로의 발돋움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세계 상위

이처럼 확대되는 우주개발 수요에 대비하고 우

권 수준으로 도약하였으나, 위성을 탑재할 수 있

리의 위성을 원하는 시기에 발사하여 국가 우주계

는 발사체의 부재로 타국의 발사체를 빌려 위성을

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한국형발사체개발

<표 4-1-1> 주요국의 우주개발 동향
구분

내용
•우주왕복선(Space Shuttle) 시대 종료 및 소행성·화성 등 심우주 유인탐사를 위한 차세대 대형우주발사체(Space
Launch System, SLS) 개발 계획 발표
- SLS는 Saturn V(1967~1973) 이후 미국에서 최초로 개발되는 유인우주 탐사용 발사체 시스템
- 화성의 기상, 토양 등의 탐사를 위한 차세대 화성무인탐사로봇·큐리오시티(Curiosity) 발사(2011.11.26), 화성착륙

미국

(2012.8.6)
•우주개발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력 강화 및 우주산업 활성화
- 민간 기업인 Space X사가 자체 개발한 발사체인 Falcon 9과 우주수송선인 Dragon을 이용하여 국제우주정거장 물
자 수송 수행(2012.10)
- 위성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해 상업용 위성과 관련 부품을 미국 군수품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게 부여하는 법안을 미 의회 제출(2011.11)
•위성 정보를 활용한 지구과학 및 우주과학·우주탐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상업 발사 서비스 능력 확대 추진

유럽

- 2025년 유인화성 탐사를 위한 오로라 계획·추진 중
- 대형 발사체 Aliane-5, 중형 발사체 Soyuz-2(러시아에서 도입, 2011.10.21 유럽 첫 발사), 소형 발사체 Vega(2012.2.13
첫 발사) 운용
•3단계(달 궤도선-달 착륙-달 샘플 리턴)로 이루어진 달탐사 계획 등을 담은「2011 우주항공 백서」발표(2011.12)

중국

- 2016년까지 새로운 인공위성 개발, 우주정거장 건설 가속화, 달 탐사 수행
- 기존 장정 발사체의 성능을 향상 시킨 새로운 장정 시리즈 개발
-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 1호(2011.9.29 발사)ʼ와 유인 우주선 ‘선저우 9호ʼ, 세계 3번째 유인 우주 도킹 성공(2012.6.18)
•일본 정부는 JAXA법 조문 중 평화목적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보장에 공헌 규정을 추가하여 안보분야의 우주이용을 촉
진할 의지 표명(2012.1)

일본

- JAXA의 소관을 문부과학성에서 문부성과 내각부의 공동 관리로 개정할 예정임을 발표(2012.1)
- 각 부처로 분산된 우주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내각부에 ‘우주전략실ʼ 설치(2012.7)
•정지궤도 발사체 H-IIA, H-IIB를 운용, H-IIA는 첫 상업발사 성공(한국의 다목적실용위성 3호 발사, ʼ12.5.17), H-IIB는 국
제우주정거장에 물자를 나르는 수송선 HTV 발사(ʼ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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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우주개발진흥

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후 2009년 8월 25일에 나

기본계획(2007.06)>과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

로호 1차 발사와 2010년 6월 10일에 나로호 2차 발

로드맵(2007.11)>에 따라 고추력 액체엔진의 국내

사를 수행하였다.

독자개발 능력의 확보와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화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는 100Kg
급 인공위성을 300×1,500km의 지구저궤도에 진
입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우주발사체로서, 한·

나. 추진 경과

러 국제 기술협력으로 2002년부터 개발된 2단형
발사체이다. 1단은 러시아가 제작하고, 2단과 페

나로우주센터 개발 사업은 2000년 12월에 착수하

어링으로 구성된 상단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

여, 2003년에 기공식을 가졌다. 2005년 7월과 11

하였다. 2009년 8월 25일 1차 발사에서 나로호

월에는 제주추적소와 우주과학관의 기공식이 각

는 한쪽 페어링의 미분리로 탑재위성을 임무궤도

각 있었다. 2007년 6월에는 추적/계측/통제장비

에 진입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실패 원인규명을 위

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2009년 3월에 발사대시스

해 한·러 기술협력 계약에 의한 ‘한·러 공동조사

템 성능시험을 완료후, 2009년 6월에 나로우주센

위원회(FRB)’와 ‘나로호발사조사위원회’를 운영하

<표 4-1-2>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로켓
구분
과학로켓
KSR-Ⅰ(1990~1993)

단분리형 과학로켓
KSR-Ⅱ(1993~1998)

액체추진 과학로켓
KSR-Ⅲ(1997~2003)

추진제 및 로켓 단
1단형 고체추진기관

2단형 고체추진기관

액체추진 로켓
KSR-Ⅰ KSR-Ⅱ KSR-Ⅲ

나로호

100kg급 인공위성을 지구저궤도에 발사하는

(2002~2013)

위성 발사체(1단 : 액체, 2단 : 고체로켓)

길이(m)

6.7

11.1

14

33

직경(m)

0.42

0.42

1

2.9

무게(ton)

1.25

2

6

140

101

124

79.5

2750(1단)

8.8

30.4

12

170

비행거리
(km)
추력(to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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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10년 2월 페어링 분리장치의 전기적 결함 가

는데 필요한 요구조건을 산출하는 것이다. 한국형

능성 또는 구조적 결함 원인으로 추정하고 개선방

발사체의 경우 임무를 설정함에 있어 발사체 시장

안을 도출하였다. 2010년 4월 개선조치와 종합적

의 수요를 고려하여 실용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인 검증을 완료한 후 그해 6월 10일 2차 발사를 수

임무에 적합한 발사체의 개발이 국내 기술로 가능

행하였지만, 나로호는 이륙 후 137초경 1단 비행

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개

구간 중에 지상국과 통신두절과 함께 폭발이 일어

발 가능성, 타 발사체와의 경쟁력, 발사체 신뢰성,

나 추락하는 실패를 다시 겪게 되었다. 2차 발사

향후 발사체 임무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한

실패의 원인규명을 위해 ‘한·러 공동조사위원회

국형발사체에 필요한 엔진 및 기타 개발 요구조건

(FRB)’, ‘나로호2차발사조사위원회’, ‘한·러 공동

이 도출되었다.

조사단(FIG)’을 운영하여, 2011년 10월 1단 추진시
스템 비정상 작동과 상단 비행종단시스템(FTS) 오

(1) 임무궤도 및 성능 요구 조건

작동 가능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권고사항을 도

지구저궤도는 지구관측, 과학관측, 이동통신에 많

출하였다. 그해 12월 한·러 계약당사자간 기술협

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구저궤도 중에서 궤도

의를 통해 3차 발사를 위한 개선·보완 조치사항

면이 태양과 항상 일정한 각을 이루는 궤도를 태양

과 2012년 10월을 목표로 한 3차 발사에 합의하였

동기궤도(Sun Synchronous Orbit)라 부르는데,

다. 현재 3차 발사를 위해 나로호는 현재 개선조

지구자원 조사, 기상관측, 환경감시, 지도 제작 등

치와 종합적인 검증시험을 수행한후, 2012년 10월

을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 11월 발사를 시도했으나, 이상현상이 발견되어

다목적실용위성 1호, 2호, 3호가 고도 685km의

발사가 연기되었고, 2013년 발사를 목표로 철저한

태양동기궤도에 투입되었으며, 다목적실용위성 5

점검작업이 진행중이다.

호, 3A호, 6호 등 앞으로 발사 예정 및 개발 계획

우리나라는 KSR-I, KSR-Ⅱ, KSR-Ⅲ, 나로

중인 위성들이 모두 태양동기궤도에 투입될 예정

호의 개발 및 발사를 통해서 발사체 체계기술, 상

이며, 지구중궤도는 고도 2,000~36,000km이하

단 개발기술, 발사장 지상시스템 제작 및 구축 기

의 고도를 갖는 궤도로서 GPS나 위성항법을 위한

술 등을 확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발

위성들이 포함되나 그 수가 많지 않다. 지구정지궤

사체개발사업은 기술의 연속성과 기술개발의 중

도는 고도 36,000km의 적도 상의 원궤도로서 방

요성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송, 통신 중계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며 우리나라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의 무궁화 1호, 2호, 3호, 5호와 통신해양기상위성

을 인정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에 1차년

이 이 궤도에 투입되었다.

도 사업을 착수, 2012년 현재 3차년도 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

외국 발사체의 개발 역사를 보더라도 초기에는
지구저궤도에 작은 중량의 위성을 투입하는 것으

KSR 로켓과 나로호에 이어 개발하게 될 한국형

로 출발을 해서 점차 높은 궤도에 큰 중량의 위성

발사체의 형상 및 제원 결정 요인은 목표로 하는

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발사체

위성의 무게와 궤도를 설정하고 그 임무를 달성하

의 대형화에 많은 기술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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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설계 요구 조건

력 10톤 이하(7톤급)의 터보펌프식 엔진 1기를 사

한국형발사체는 국내 기술 수준으로 개발 및 시험

용할 계획이다.

가능한 엔진을 사용하여 각 단을 구성해야 하며, 발
사체 개발 기간 및 비용, 개발 위험도의 최소화를
위해 개발해야 될 엔진의 종류 및 개수를 최소화하

2. 주요 내용 및 성과

도록 구성하였다. 1.5톤 실용위성을 태양동기궤도
에 직접 투입하기 위해서는 총 속도 증분이 11km/

가. 나로우주센터 완공

sec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가스발생기 사이클
엔진을 사용할 경우 1단에서 얻어지는 속도 증분

2000년 12월에 착수되어 2009년 6월 완공된 나

은 3~3.5km/sec이기 때문에 3단형 구성으로 결

로우주센터는 우주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를 수

정하였다.

행하기 위한 발사장, 조립시험시설(발사체종합조
립동, 위성시험동, 고체모터동), 발사통제동, 제주

(3) 발사체 엔진(추력) 요구 조건

추적소, 기상관측소 등 다양한 최첨단 시설에 발

한국형발사체는 이륙중량 200톤급의 발사체로 구

사대시스템, 레인지시스템 등 발사운용에 필수적

성될 계획인데, 이때 이륙에 필요한 진공추력은

인 장비들을 구축하여 나로호 1, 2차 발사 임무를

300톤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1단에서는 75톤

수행하였다.

급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하여 구성하게 된다. 엔

나로우주센터는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우리

진을 클러스팅 하는 외국 발사체에서도 1단에서는

발사체로 발사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75톤~100톤급 엔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

인프라 시설로서 2000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

며, 추후 부스터 등을 이용한 발사체의 확장에 있

로 부지선정, 토지보상 및 주민이주, 토목/건축에

어서도 유리함이 있다.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03년 8월에

2단의 경우 75톤급 기본엔진 1기를 활용하며, 3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발사체를 추적/계측/

단 엔진의 경우 국내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

통제하는 국내·외 장비의 경우 2003년부터 도입

<그림 4-1-1> 나로우주센터 준공식(200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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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나로우주센터 부지 위치

사장으로서의 임무수행 뿐 아니라 우주발사체 국
산화 개발에 필요한 각종 지상시험설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가 우주개발 목표를 달성함과 동
시에 우주기술개발을 이끄는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이다.
이외에도 나로우주센터는 우주과학관 운영을
통한 국가우주개발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
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우주과학
관의 주요 시설로는 전시관(기본원리, 로켓, 인공

에 착수하여 2007년 6월에 도입설치 및 건설공사

위성, 우주공간), 4D 돔 영상관, 다목적홀, 우주

를 마무리하고 2년 여의 시험운영을 통하여 2009

과학교실, 야외전시장 등이 있다. 우주과학관에는

년 6월에 준공식을 거행하고 동년 8월에 나로호 1

2009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약 79만 명의 인

차 발사를 수행하였다.

원이 방문하였다. 인근지역의 국립우주체험센터

앞으로도 나로우주센터는 국내 저궤도위성 발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인근지역 학생 초청

<그림 4-1-3> 주요 장비 운용 개념도

발사 전 필리핀 해역 이동

제주추적소

다운레인지
원격자료수신장비
위성전용회선

전용회선

기상관측소(고동)

광케이블
전용회선

광케이블

광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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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저소득층 계층 학생을 위한 무료 초청행사

주발사체 기술 자립을 위한 ‘우주발사체 개발 프로

등을 운영하여 지역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램’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소형위성발사체인 나
로호 공동개발과 후속 실용위성발사체인 한국형

<그림 4-1-4> 우주과학관 로켓전시물(上) 및 4D 돔영상(下)

발사체의 독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2년부터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한 ‘우
주발사체 개발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서 나로호 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인 나로호의 개발 착수 이전 국내 액체엔진은 과
학로켓급 KSR-III 엔진(가압식 13톤급)이 유일하
였으며, 우주발사체용 1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
한 성능개량과 기술검증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국
내 발사체 기술 수준과 관련 산업기반이 발사체를
독자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당시 국
내 발사체 기술 상황을 토대로 개발의 효율성을 극
대화 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우리 고
유의 비행임무에 맞는 발사체와 이에 맞는 발사대
시스템을 발사체 선진국인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하는 나로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
다. 한·러 공동으로 시스템 설계를 수행하여 발

나. 나로호 발사

사체의 성능, 시스템 구성을 결정한 이후, 한·러
간 업무분장을 통해 1단은 러시아, 상단은 항우연

나로호 개발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우

이 개발·제작하고, 한·러 공동으로 시스템을 종

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1996~2015)>과 <우주개발

합(총조립/시험), 발사운영을 수행하였다. 2009년

진흥기본계획(2007~2016)>에 따른, 미래 우리나

과 2010년 2차례 나로호 발사는 실패하였지만, 러

라가 우주개발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발사체의

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나로호 개발과 발사 과

독자개발과 우주기술 자립 및 우주강국으로 가기

정에서 발사체 시스템기술, 국내 지상종합시설 및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투자이다.

발사운용 기술 등을 확보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과학로켓 기술 자립을 위

이러한 나로호 개발 및 발사에는 향후 독자기술

한 ‘과학로켓(KSR) 개발 프로그램’으로 1단형 고체

로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을 확

추진 과학로켓(KSR-I), 2단형 고체추진 과학로켓

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우리 땅에 우리 손으

(KSR-II) 및 액체추진 과학로켓(KSR-III)의 독자

로 발사장을 지었고, 발사체 설계에서부터 발사운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우

용에 이르는 전(全)과정을 경험하였다. 또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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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발사체 외형 및 제원

상단

•1단 액체 엔진과 2단 고체 킥모터로 구성되는
2단형 발사체
•1단은 러시아와 공동개발, 2단은 국내개발

노즈페어링

•총중량 : 약 140톤 (추진제 중량 : 약 130톤)
•총길이/직경 : 약 33m/2.9m

산화제 탱크
탑재위성

•위성궤도: 300×1,500km 타원궤도(지구저궤도)

}

1단

2단

[상단=노즈페어링+2단]

•추진기관
- 1단 (추력 170톤급) : 액체 추진기관 1기 사용
·연료/산화제 : 등유(Kerosene)/액체산소

연표 탱크

(LOX : Liquid Oxygen)
·공급시스템 : 터보펌프 방식

1단 엔진 및
노즐

- 2단 (추력 8톤급) : 고체 킥모터 1기 사용

<그림 4-1-6> 나로호 발사대 기립

<그림 4-1-7> 나로호 이륙

관리, 운영과정, 기술분석, 러시아와의 상호 토론

형상, 중량, 성능, 단구성 등을 설계하는 기술이

과정 등을 통해서 관련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며, 체계종합 기술은 개발된 각 서브시스템의 조

실질적인 경험을 획득한 것이다.

립, 검사 및 시스템 차원의 시험/평가하는 기술이
고, 발사운영 기술은 발사체의 발사장 이송, 총조

(1) 발사체 체계(시스템) 기술 확보

립, 시험, 발사준비 및 발사하는 기술이다.

발사체 선진국인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체계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문

체계설계, 체계종합, 발사운영의 발사체 체계기술

서나 하드웨어의 인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을 확보하였다. 체계설계 기술은 발사체 시스템의

우리측 기술진과 러측 기술진 간의 공동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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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체계설계, 체계종합 및 발사운용 장면

통한 체계개발 과정의 체득이 필수적이다. 설계·

(2) 발사체 상단 개발기술 확보

제작·시험·조립·발사운영 등 우주발사체 개발

2단과 페어링으로 구성된 나로호 상단은 자체개발

전(全)과정을 러시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수행함

을 통해 구조체, 자동유도항법, 제어 등 핵심 요

으로써 우주기술자립에 필요한 운영 체계, 기술과

소기술과 인공위성을 궤도에 투입시키는 고체로켓

경험을 체득하였다. 특히 발사체 설계 단계에서 국

(킥모터) 기술 등을 확보하였다. 페이로드페어링,

내 전문가 100여 명 이상이 러시아 현지로 파견되

킥모터,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추력벡터제어 구동

었고, 제작 및 시험 단계에서는 러시아측 전문가

장치시스템 등 발사체 상단을 구성하는 서브시스

100여 명 이상이 국내에 상주하면서 공동작업, 기

템을 설계, 제작, 시험하여 나로호에 탑재하였다.

술협의, 문서 공동작성 등 수행하여 발사체 체계

페이로드페어링은 비행 중 내부에 위치하는 위성

개발 과정을 체득하였다.

체와 탑재물을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

<그림 4-1-9> 나로호 상단 서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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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고, 킥모터는 나로호 2단의 추진기관

며, 추력벡터제어 구동장치시스템은 킥모터의 연

으로서 추력을 생성한다. 또한 관성항법유도시스

소기간 중 피치 및 제어를 수행한다. 개발된 서

템은 나로호의 2단에 탑재되어 2단 비행 구간에서

브시스템을 총조립하여 상단 인증모델(QM)과 비

항법, 유도, 자세제어, 비행 시퀀싱 기능을 수행하

행모델(FM)을 구성하여 시험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림 4-1-10> 페어링 분리 시험

<그림 4-1-11> 발사체 2단 인증모델(QM) 총조립 및 주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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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나로호 개발 주요 참여 산업체
업체 구분

역할

참여 업체

총조립업체(System Assembly)

전체조립체의 조립 및 시험

대한항공

서브시스템 참여 업체

해당 서브시스템 제작

추진분야

킥모터 업체

킥모터 제작

한화

엔진 업체

엔진 제작

대한항공, 비츠로테크 등
삼성테크윈, 비츠로테크

터보펌프 업체

공급계 및 터보 펌프 제작

연소기/가스발생기 업체

연소기 및 가스발생기 제작

비츠로테크, 스펙 등

시험설비 업체

시험설비 제작

대한항공, 한양이엔지, 한화 등

추진기관 공급계 업체

액체추진제 공급계 서브시스템 및 부품 제작

한화, 대한항공, 하이록코리아 등

체계분야

지상지원장비 업체

지상지원장비 제작

탑엔지니어링

임무분야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업체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제작

두산인프라코어

구동장치시스템 업체

구동장치시스템 제작

한화

추력기시스템 업체

추력기시스템 제작

한국항공우주산업,퍼스텍 등

GPS수신기 업체

GPS수신기 및 안테나 제작

한양네비콤

전자탑재 업체

송·수신기 등 Box 레벨 제작

단암시스템즈, 쎄트렉아이

기체부 업체

기체부 제작

두원중공업, 대한항공

탱크부 업체

금속재 탱크부 제작

두원중공업

복합재 구조체 업체

복합재 구조체 제작

한국화이바, 대한항공

Pyrotechnics 업체

Pyrotechnic System 제작

한화

유도분야
탑재분야

구조분야

나로호 개발에 국내 산·학·연의 역할 분담을

제하는 발사 통제시스템은 국내 IT기술을 바탕으

토대로 사업 전반에 걸쳐 150여개 산업체와 45개

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였다. 두 차례 나로호

위탁연구를 통해 대학 등이 참여함으로써, 국내

의 실제 발사를 통해 발사장의 운용 경험을 확보

산·학·연이 종합적으로 발전하여 발사체 독자

하였다.

개발을 위한 국내 기반을 확보하였다. 항우연은 체
계개발 총괄, 핵심기술 개발, 기반시설 구축, 발사
운영 등, 산업체는 부품 및 서브시스템의 제작 및
시험, 발사체 총조립 등, 대학은 기초원천기술 연
구와 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였다.

(3) 발사장 지상시스템 기술 확보
발사대는 러시아 설계를 바탕으로 국내 여건에 맞
게 설계도면을 국산화하고, 국내기술로 제작·설
치하였다. 발사대는 지상기계설비, 추진제공급설
비, 발사관제설비 등 구분되며 총 273개 서브시
스템으로 구성된다. 또한 발사 및 비행 상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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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3> 30톤급 엔진시스템

<그림 4-1-14> 대형추진제 탱크

(4) 발사체 1단 국산화 선행연구를 통한 1단 핵심

였다. 현재 이러한 기술과 경험은 2010년부터 추

요소기술 확보

진 중인 한국형발사체의 독자 개발에 활용되고

나로호 개발과 병행하여 후속 한국형발사체의 독

있다. 한국형발사체는 1.5톤급 실용위성을 고도

자 개발을 위해 1단 관련 국산화 개발을 위한 선

700km 전후의 태양동기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행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1단 대형 산화

우리나라 고유의 발사체로서 앞으로 우리의 위성

제탱크 및 연료탱크를 설계·제작하여 1단 추진

발사, 달탐사와 해외 상업용 발사체 시장 진출에

제 탱크 개발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추력 30톤

활용될 예정이다.

급 액체 로켓엔진 선행연구를 수행하여 액체엔진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을 토

다.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착수

대로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위한 추력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을 착수하였다. 특히, 30톤급 엔진시스

(1) 개방형사업단 체제인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템의 단품 수준(연소기, 터보펌프, 공급계)의 국

출범

산화 시제품 개발을 2006년 12월 완료하고, 해외

2차례의 나로호 발사 이후 우주기술력의 도약과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2007년 4월과 2008년 4월

국민적 신뢰 회복 및 국내 전문가의 역량을 총결

에 걸쳐 두 차례 터보펌프-가스발생기 연계시험

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추진체제를 개

을 수행하였다.

편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8월, 개방형사업단

1단 관련 국산화 선행연구를 통해 확보된 기술

체제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이 출범하게 되었

과 경험을 토대로 우주발사체 1단의 자력 개발이

다. 개방형사업단은 국내 산·학·연의 역량을 총

가능성을 국내 산·학·연 전문가를 통해 검토하

결집하기 위한 체제로서, 산업체가 기존에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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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5> 추진체계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수립, 예산지원 및 사업
관리·감독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업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자문 및 평가 수행

전담평가단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한국형발사체 총괄
•시험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
운영 및 발사운영

산·학·연
연계

대학·연구소

산업체

•기초·요소기술 연구 및
인력양성(대학)

•발사체 공동설계, H/W 제작/
조립/시험 및 발사운영 참여

<표 4-1-4> 산업체 역할

단계
시스템설계 및 예비설계

개념 및 시스템설계

항

예비설계
상세설계

제작/조립/시험

우

기업체

연

산업체의 역할
사업단과 산업체 참여 공동설계

상세설계

분야별 산업체 참여 공동설계

H/W 제작 및 조립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업무수행

H/W 시험

사업단과 공동으로 업무수행

발사 운영

사업단과 산업체(지원) 공동으로
업무수행

<표 4-1-5> 한국형발사체 개발 단계
단계

사업연도

주요 내용
•요구조건 도출, 시스템설계

【1단계】
7톤급 액체엔진 개발 및 시험설비 구축

2011~2014
(4년)

•7톤급 액체엔진 개발 및 연소시험 (중간점검)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 완료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 제외)

【2단계】
75톤급 액체엔진 개발·시험발사를 통한 실증
【3단계】
3단형 발사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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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8

•75톤급 엔진개발 완료 (종합시험)

(4년)

•시험발사체 제작·발사 (실증발사)

2019~2021
(3년)

•실증발사 결과 분석
•3단형 발사체 제작·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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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개발과 같은 단순한 형태로 참여하였으나, 개방

이에 따라 사업단에서는 산업체의 효과적인 사업

형사업단 체제에서는 사업초기(예비설계)부터 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업체의 참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가 자립

참여 의향을 파악하고, 애로 및 개선사항 도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향후 국내에서 발사체

통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사체 관

산업이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련 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2차례

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씩 개최하였다.

사업단장을 공모를 통한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고,

2012년 현재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은 개발 계

주어진 임기 내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

획에 따라 시스템설계를 완료하고 예비설계를 진

도록 사업단장에게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사 및

행하고 있다. 발사체 개발은 설계(개념설계, 시스

조직운영, 예산집행을 포함한 발사체 개발 과정에

템설계, 예비설계, 상세설계), 개발, 제작·시험,

대한 전권을 부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단장

인증·조립, 발사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단은 한

중심의 책임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리고,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우주

대부분의 기술 분야에 대해 국내 독자 개발을 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단계별 목표

진하되 일부 기술에 대하여 개발 위험도를 저감하

를 설정하고,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검증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라 발사체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담평

수 있는 액체엔진 기술의 개발 여부를 시험하기 위

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단계 평가를 통해

한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도 본격적으로 추진되

계획된 단계 목표를 달성해야만 차기 단계로 진입

고 있다. 우리나라는 30톤급 액체엔진 개발기술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였다. 이러한 단계별

선행연구를 통해 30톤급 액체엔진 시스템을 개발

성과검증 및 보완 체제를 통해 한국형 발사체 개

하였으나, 국내에는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발사업의 신뢰도와 성공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

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종합시험을

으로 전망된다.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한국형발사
체 개발사업을 통해 10종의 시험설비가 구축되면,

(2) 한국형발사체개발 본격 추진

한국형 발사체에 사용할 75톤급 액체엔진 및 관련

2011년 8월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이 출범함에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따라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위한 발사체 및 액체

한, 향후 개발예정인 우리나라의 달탐사선 발사체

엔진 개발과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이 본격적으

와 고중량 위성 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에도 이

로 진행되었다. 본 사업은 1.5톤급 실용위성을 지

번에 구축하는 추진기관 시험설비들을 활용할 수

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시킬 수 있는 우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발사체의 신뢰

발사체 개발을 목표로 2021년까지 진행될 계획이

도 확보와 개발일정 준수를 위하여 추진기관 시험

다. 전체 사업예산은 1조 5,449억원이며 예산의

설비 조기 구축이 요구되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

80% 이상은 국내 산업체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여 대부분의 추진기관 시험설비는 2015년까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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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6> 한국형발사체 기술개발 목표와 추진전략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km~800km)에 발사할 수 있는 3단형 발사체 개발

사업 목표

및 우주발사체 기술확보

•국내 주도의 75톤급 액체엔진 독자개발 및 시험발사체를 통한 기술 실증

기술개발 목표

- 국내 개발 액체엔진을 활용하여 실용위성 발사용 3단계 발사체 개발로 기술 확장

핵심기술 자력확보

발사체개발 인프라구축

핵심기술의

개발기반 확충을 위한

자력확보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및 보완

발사체개발 생태계조성
산·학·연 연계강화와
인력확보를 통한
생태계 조성

기술수준평가를 통한 핵심

종합적인 엔진 시험평가를

산업체 조기참여 및 기술이

기술 확보전략(국산화, 국제

수행할 수 있는 추진기관

전을 통해 역량강화와 우주

협력 등)

시험설비 구축

산업육성 생태계 조성

나로우주센터 시설 확장 및

대학, 출연연 역할 확대 및

발사 지원기능 보완을 통한

연구 인력 확보 연계로 선순환

시너지 효과 극대화

구조 확립

나로호 2단 개발, 발사경험을
활용한 발사체 기술확보

국내 주도의 액체엔진 개발
(일부 기술 국제협력 병행)

<그림 4-1-17> 한국형발사체 개발 일정
단계
연도

시스템설계 및 예비설계
2010

2011

2012

요구조건설계 시스템설계

상세설계 및 제작/시험
2013

2014

예비설계
시제 제작/시험

발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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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세설계
엔지니어링모델

인증모델
시험발사체
추진기관 종합시험설비(수류시험/종합시험)
발사대 및 지상장비

추진기관 종합시험설비

개발

발사체
마을
스톤

2015

인증 및 발사 운용

비행모델

●

●

●

●

●

●

●

SRR

SDR

PDR

CDR

QR

FRR1

FRR2

6편 제4장 전략기술 기반 강화

<표 4-1-6>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 계획
시험 설비명

용

도

연소기 연소시험설비

7톤급 및 75톤급 연소기와 가스발생기의 지상연소시험

터보펌프 대형상사 시험설비

상사매질을 사용한 75톤급 터보펌프 시험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

실매질을 사용한 7톤급 및 75톤급 터보펌프 시험

추진공급계 시험설비

극저온 유체, 물, 케로신을 이용한 추진공급계 구성품개발 및 인증시험

터보펌프 소형상사 시험설비 확장

상사매질을 사용한 7톤급 터보펌프 시험

엔진 조립·기능 시험설비

7톤급 및 75톤급 엔진 총조립·계측·시험평가·보관 등 수행

엔진 지상 연소시험설비

75톤급 액체엔진의 지상조건 연소시험

엔진 고공 연소시험설비

75톤급 액체엔진의 고공환경 조건 연소시험

3단 엔진 지상/고공 연소 시험설비

7톤급 액체엔진의 지상/고공 환경조건 연소시험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

발사체 각 단(1/2/3단) 추진기관 시스템의 종합시험(1단 클러스터링 포함)

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으로 계획된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이

라.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12~
2016)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우주발사체
를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됨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12~2016)>은 기

으로써, 국가 우주개발 계획을 안정적이고 독자적

존의 우주개발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핵심기

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술 확보방안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추진전략

러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다목적 실용위성을 적

및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발사체·위성 개발 계

시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달 탐사 등 우

획, 위성활용 계획 등 분야별 계획과 연계하여 유

주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

기적 우주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부(청)별

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주발사체 사업은 제조업

위성개발 및 위성활용 사업 등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전반에서 필요한 최첨단 기술의 결집체로서, 산

수립되었다. 또한, <제1차 기본계획(2007~2011)>

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아 국가 경쟁력 강화

의 6대 전략 16개 실천과제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

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예

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주요국의 개발동향 등

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발사체 개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2차 계획의

발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20,955억 원의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핵

생산유발효과, 13,65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심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낮은

26,83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

액체엔진 개발, 위성탑재체 기술 개발, 전문인력

었으며, 특히, 도료, 전자기기용 기록매체, 강재,

양성 및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등에 대한 종

내연기관, 금속가공 등 36개 분야에 대한 생산의

합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회도가 높아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
로 전망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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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8>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목표
1. 독자적 우주개발능력 강화를 통한 우주강국 실현
2. 지속발전 가능한 우주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3.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4. 우주개발 선진화와 우주활동공간의 확장으로 국가위상 제고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1-1. 위성체 기술 고도화
1. 우주핵심기술의 조기 자립화

1-2. 발사체 기술 자립화
1-3. 우주 미래·기초기술의 확보
2-1. 위성정보 활용촉진 추진체계 확립

2. 위성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체제 구축

2-2. 위성정보 활용기술 개발 촉진
2-3. 위성정보 활용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3-1. 우주산업의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

3. 우주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3-2. 산업체 참여 확대 및 기술이전 촉진
3-3. 우주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4-1. 우주 개발·활용 전문인력 양성

4.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4-2. 국민에게 다가가는 우주과학기술문화 확산
4-3. 우주개발 인프라 확충

5.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체제 정비 및 국제협력 다변화

5-1.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5-2. 우주개발 국제협력 다변화

(1) 우주핵심기술의 조기 자립화

성을 국내주도로 개발하여 위성기술 자립도를 향

‘우주핵심기술의 조기 자립화’ 전략에서는 위성체

상시킨다. 또한 기술검증용 소형위성 개발사업과

및 발사체 개발 등 우주시스템 개발과 우주핵심기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미자립화 핵심

술 확보를 통한 우주개발 자립화를 추진한다. 위

기술과 요소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성시스템 부문에서는 지구관측실용위성인 아리랑

‘발사체 기술 자립화’ 과제에서는 1조 5,449억

위성 시리즈와 기상·환경관측용 정지궤도복합위

원을 투입하여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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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00km)에 발사할 수 있는 3단형 한국형 발

충’ 전략에서는 국가 우주개발사업과 인력양성

사체 개발을 3단계(4+4+3년)로 구분하여 체계적

을 위하여 생애주기(대학생-신진-중견 과학자)

으로 추진한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효율적 사

를 고려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업관리를 위해 3~5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단

위하여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우주 전문인력

계 및 세부사업별 목표 관리를 수행한다. 한국형

1,000여 명을 양성하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우주

발사체 개발 사업은 산·학·연 협력 개발체제 구

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을 정착시키고, 대형 우주

축을 통한 개방형사업단으로 운영하여 사업초기

환경 시험 설비 구축을 추진한다.

인 예비설계 단계부터 산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한

‘우주개발 인프라 확충’ 과제에서는 한국형 발사

다. 이를 통해 산업체의 조기 기술이전 및 전문 인

체 발사를 위한 주요 시설, 장비 성능 개선 및 추

력 육성 등의 역량강화를 수행한다.

가 구축을 위한 우주센터 시설·장비의 확장을 추
진하며 대형 위성 등의 성능 검증, 전자파 적합성

(2) 위성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체제 구축

시험, 우주환경·발사환경시험을 위한 설비를 구

‘위성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체제 구축’ 전략에

축한다. 또한 민간 산업체의 우주환경·발사환경

서는 위성정보 활용 확대 및 수요관점의 위성정보

시험 수요를 위한 소형 시험설비를 확충하고 대학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위성정보 활용촉진의 법

등의 우주기초과학기술 향상을 위한 우주공간의

적체계를 확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위성정보

무중력 환경 모사 지상우주시험 시설을 구축한다.

활용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위성정보 품질

그리고 위성 지상국 안테나 시스템 시설 현대화를

향상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며, 수

추진하고 다중위성 관제 및 운영을 위한 종합위성

요자 중심의 위성정보 관리·활용체제 구축을 위

운영시설을 확충한다.

한 ‘국가위성활용센터’를 설립한다.

(5)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체제 정비 및 국제협
(3) 우주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력 다변화

‘우주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전략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체제 정비 및 국제협력

에서는 전문기관 주도에서 산업체 주도로 우주개

다변화’ 전략에서는 우주개발 사업관리 및 기술평

발 사업 추진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가 선진화 체계 마련과 국제협력 다변화를 위하여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을

우주개발사업 특성을 반영한 사업관리 효율성을

추진하고, 한국형 발사체 공동설계를 통한 산업체

제고하고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프

기술 이전을 추진하며, 우주개발 사업의 핵심부품

로그램의 참여를 확대하며 국가위성을 활용한 개

전략적 개발 및 우주기술 연구소 기업을 육성한다.

도국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4)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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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또한, 발사체는 특수한 비행환경에서 운용되므
로 충분한 기능 검증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

나로우주센터는 한국형발사체 발사를 위한 추가

설비 및 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되

시설·장비 구축 및 발사운용기술 개발과 한국형

며, 예산 비중이 높은 분야이므로 설계 → 제작/시

발사체 엔진 국산화 개발을 위한 지상시험시설 구

험 → 조립/발사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을 고

축·운용 지원을 목표로 우주센터 2단계 사업을

려하여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연

추진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9

차별로 배정된 예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년 12월까지이다. 우주센터 2단계 사업의 주요 내

발사체개발사업은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국가계

용은 해외 다운레인지 추적소 장비(원격자료수신

획으로 확정되었고,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있어 핵

장비), 한국형발사체 자료처리시스템, 추적레이

심적인 사업이므로 정부는 원활한 예산확보와 반

더, 광학장비 등의 장비를 추가 구축하거나 성능

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을 개선하고, 연구/발사운영관리동, 지원장비동,
저장건물, 제주추적소 장비/부품저장동 등의 시설
을 추가 구축하거나 확장하는 것이다.
2013년 초를 목표로 하는 나로호 3차 발사는
2002년부터 추진한 나로호 개발의 기술적 성과를
최종 확인하고, 현재 수행 중인 한국형발사체 독자
개발을 위한 경험을 축적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
다. 나로호 1, 2차 발사를 통해 다수의 기술을 확보
하였으나, 3차 발사를 실행하여 위성투입 기술 등
주요 기술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과 완성도를 향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전문가와의 공동으로
한차례 더 발사운용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사운
용 기술 및 경험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향후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
되는 점은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본 사업에
서는 발사체 개발 완료까지의 필요 전문인력을
1,000명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항공우
주연구원의 인력은 170명 정도에 불과하다. 산·
학·연 통틀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
해 사업단을 개방형체제로 개편하였으며, 향후 산
업체와 학계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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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참고 1 | 나로우주센터 주요 시설 및 장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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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나로호와 한국형발사체 비교

구분

나로호

한국형발사체

발사목표

1차 : 2009년, 2차 : 2010년, 3차 : 2013년 예정

2020년, 2021년

개발예산

5,025억원

약 1조 5,449억원

발사체 구성

2단형 (액체/고체)

3단형 (액체4기/액체/액체)

탑재무게

100 kg

1,500 kg

투입고도

300 km

600~800 km

총중량

140 톤

200 톤

총길이

33.5 m

약 47.5m

직경

2.9 m

약 3.3 m

외형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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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세계 각 국의 주요 발사체 현황

국가
발사체명

미국
Delta II

Delta IV

Delta IV

Medium

Heavy

Atlas V 500

Taurus XL

Athena II

Falcon 1

Falcon 9

형상

직경(m)

2.4

5.1

5.1

3.8

2.4

2.4

1.7

3.66

길이(m)

39

63

71

65

28

28

21

54

164

257

738

540

73

121

39

333

1989

2002

2004

2003

1989

1998

2006

2010

3930

12370

8670

860

1200

430

(정지궤도)

(정지궤도)

(정지궤도)

이륙무게
(톤)

첫 발사
(년)

탑재체

1700

발사용량

(833km,

(kg)

99°)

특이사항

(800km, 99°) (833km, 99°) (800km, 99°)

GPS 위성

모든 단이

발사에 많이

고체로 이루

사용
부스터수를
조절할 수
있음

다양한 PLF

대형 위성

형상을

발사를 위한

지원함

구성

어짐
아리랑1호
위성 발사체

저비용
상업적으로

발사를

개발

목표로
개발

7160
(800km,
90°)
낮은 추력의
엔진을 다수
클러스터링
하여 발사
용량을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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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러시아/우크라이나
Soyuz U

Zenit 3SL

직경(m)

10.3

3.9

길이(m)

51

발사체명

Proton/

중국

Kosmos3M

Rockot

Cyclone 2K

Dnepr

LM-2C/CTS

7.4

2.4

2.5

3.0

3.0

3.4

60

57

32

29

40

34

42

310

471

692

109

108

184

209

233

1973

1999

1967

1967

1990

1969

1999

1975

4300

6070

4930

770

1000

(800km, 99°)

(정지궤도)

(정지궤도)

Block DM

형상

이륙무게
(톤)

첫 발사
(년)

탑재체
발사용량
(kg)

높은
신뢰도의
특이사항

발사체
유인 비행에도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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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바다에서
발사됨

1단에 다수의
엔진을 클러
스터링하여
사용

(800km 99°) (800km,99°)

1460
(800km,
99°)

다목적 2호
위성 발사

(550km, 99°)

1600
(800km,
99°)

ICBM

ICBM
개량형

1500

개량형
ICBM
개량형

다목적 5호,
3A호 위성
발사 예정

저궤도 위성
발사에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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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사체명

중국

유럽
Ariane

LM-2E

LM-2F

LM-3

LM-3A

LM-3B

LM-4B

Ariane 5G

직경(m)

3.4

3.4

3.4

3.4

3.4

3.4

5.5

5.9

길이(m)

45

62

45

53

55

45.8

46~52

51

460

464

204

241

426

249

746

780

1990

1999

1984

1994

1996

1988

1996

2002

3500

8400

1500

2600

5100

(정지궤도)

(저궤도)

(정지궤도)

(정지궤도)

(정지궤도)

5ECA

형상

이륙무게
(톤)

첫 발사
(년)

탑재체
발사용량
(kg)

선저우
특이사항

(유인 우주선)
발사체

LM2C를

LM3A에

개량하여 개발

4개의
부스터를

3단에 수소

장착하여

엔진 사용

발사용량 확대

2800
(800km,
99°)
태양동기궤도
및 전이
궤도용으로
개발

10050
(정지궤도)

대형 위성
발사용으로
개발

1400
(800km,
99°)

Ariane 5의
개량된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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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일본

인도

이란

대한민국

H-IIA

H-IIB

M-V

PSLV

GSLV

Safir

KSLV-I

직경(m)

4.0

5.2

2.5

2.8

2.8

1.25

2.9

길이(m)

53

57

31

44

49

22

33

290

531

137

294

402

26

143

2001

2009

1997

1994

2001

2004

2009

발사체명

형상

이륙무게
(톤)

첫 발사
(년)

탑재체
발사용량
(kg)

4100

8000

960

1400

1900

50~100

100

(정지궤도)

(정지궤도)

(800km, 99°)

(800km, 99°)

(정지궤도)

(500km)

(저궤도)

H-IIA를

특이사항

아리랑 3호
발사

모든 단이
고체로

태양동기궤도

ISS에 화물을

구성됨.

임무에 주로

실어나르는
HTV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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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V의 많은

개량하여 개발

사용됨
2006년 퇴역

부품을 재사용
하여 개발
정지궤도 위성
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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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세계 각 국의 검토 및 개발중인 발사체

국가

발사체명

미국

미국

러시아

Antares

Falcon 9

Angara

(Taurus2)

Heavy

1.2

VAFB

Pletsetsk

일본

Epsilon

중국
Long
March 5

미국

SLS

대한민국
한국형
발사체

형상

운용

Wallops Flight

발사장명

Facility

탑재체
발사용량
(톤)
길이(m)
이륙무게
(톤)
발사
목표연도

Wenchang
(Hainan)

CCAFS

Naro Space
center

5

53

3.8

1.2

25

70

1.5

(저궤도)

(저궤도)

(200km)

(250x500)

(저궤도)

(저궤도)

(저궤도)

40

70

42

24

60

97

47.5

240

1400

172

-

643

-

200

2012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7년

2021년

러시아의
특이사항

Tanemashiga

ISS 보급선

Falcon 9의

Cygnus용

초대형 발사체

차세대
발사체로
친환경 추진제
이용

2006년 중단된
Mu 발사체의
후속으로
고체로켓

차세대 대형
장정 로켓
으로
친환경 추진제
이용

유인 우주선
발사체로 달,
소행성, 화성을
목표로 함

독자적 우주
발사체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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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금산 제1위성 통신지구국의 개통으로 태평양

제2절

전략적 위성개발 및
우주개발 저변확대

상공의 인털셋(INTELSAT) 3호 통신위성과의 연
계 사용을 시작함으로써 태평양지역 국가들과 위
성을 이용한 교신이 가능해졌다. 이후 1995년에
무궁화 1호를 발사함으로써 자체 통신방송위성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1993년에 개발 완료된 1단형 과학로켓으로 2회에
걸쳐 한반도 상공의 오존층 분포를 측정하였고, 위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성개발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센터
에서 1992년도와 1993년도에 과학 실험용 우리별

가. 정책 추진 배경

1호 와 2호를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우주분
야에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주개발의 초기인 1950년대는 미국과 구소련이

정부는 우주 및 위성관련 기술을 첨단과학 기술

국가 및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경쟁의 장

의 복합체로서 다가오는 21세기 첨단산업을 주도

으로써 국가의 기술 및 자원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하게 될 분야로 주목하여 1993년 7월에 신경제 5

집결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는 미-

개년 계획의 중점과제로 “2000년대 우주기술 세

소 간의 우주개발경쟁의 도화선이 된 구소련의 유

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우주·항공기술개발을

리 가가린의 1961년 4월 12일 최초의 유인 우주 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 후 아폴로계획을 수립한 미국이 1969년 7월 16

인 실천사업의 하나로 위성분야에서는 실용급 위

일 암스트롱을 달에 착륙시킴으로써 미-소 간의

성 및 관련시스템을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

우주개발경쟁은 미국의 우위로 돌아서게 되었다.

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위성수요를

그 후 우주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중요한 관심사로

충족시킴과 동시에 해외시장진출의 기반을 조성

대두되면서 국가 안보차원에서의 우주개발 프로

하기 위해 인공위성 개발 기술을 확보하고자 1994

그램이 수립, 수행되어 왔다. 이때까지의 위성을

년 4월 25일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다목적실용

포함하는 우주분야의 기술개발 및 활용은 일부 선

위성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진국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다 1970년대부

다목적실용위성 1호 개발사업의 목표는 한반도

터는 통신위성을 이용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

관측, 해양관측, 과학실험 등을 위한 위성의 국산

루어져 우주분야 특히 위성을 활용하는 분야에 있

화 개발, 운용 및 활용기술 기반확보로 과학기술부

어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하는 전

(現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現 지식경제부),

세계인의 일상생활까지 침투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現 지식경제부)가 공동 참여하는 범부

미-소 양 대국 외에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우주개

처적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발에 적극 참여하는 국가가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위성분야에 있어서 일찍이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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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개발사업의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해외기술 종속 탈피와 자체공급 능력 확보를 위한

있다.

독자 위성개발 기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위성개발사업은 위성기술자립화, 우

200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24시간 한반도

주·지구과학연구, 인재양성을 위한 저궤도 소형

기상 및 해양관측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천리

위성개발사업으로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영

안 위성 개발을 확정하여 2010년도에 발사에 성공

국의 써레이대학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위성인 우

하였고 현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별 1호를 개발하여 1992년에 발사한 이후 우리

현재는 기상·해양·환경관측용 정지궤도복합위

별 2호, 3호, 과학기술위성 1호, 2호, 3호 등을 지

성을 개발 중이다.

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세 가지 위성 프로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개발 사업은 공공안전

그램을 통해 과학기술위성 3호, 나로 과학위성, 다

확보, 재해재난 대응, 국토·자원관리, 환경감시

목적실용위성(아리랑) 3·3A·5호, 천리안 위성

등을 위한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개발 사업으로

등의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이 중 과학기술위성 2

1994년부터 해상도 6.6m급의 아리랑 1호 개발에

호,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호, 천리안이 발사

착수하여 1999년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후, 해상

되었다. 과학기술위성 2호는 나로호 1, 2차 발사의

도가 각각 1m와 0.7m인 아리랑 2호, 3호를 2006

실패로 비록 우주에 오르지는 못하였으나, 국내 최

년과 2012년에 발사하여 운용 중이다. 또한 위성

초로 1m 이하의 해상도(서브미터급)를 갖는 다목

의 지구관측 카메라를 광학에서 레이더, 적외선

적실용위성(아리랑) 3호와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

등으로 확대하여 영상레이더를 탑재한 아리랑 5

궤도 위성인 천리안의 개발성공은 괄목할 만한 최

호, 적외선카메라를 탑재한 아리랑 3A호 등을 개

근 5년의 성과이다.

발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를 대

천리안위성은 지구 정지궤도라고 불리는 고도

비한 유인 우주프로그램의 첫걸음으로써 한국 최

36,000km 상공에 위치한 위성으로 한반도를 24

초 우주인 배출과 우주실험 수행을 위한 ‘한국우주

시간 관측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

인배출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이소

이다.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상환경의 변화에 따

연이 한국 최초로 우주비행 및 국제우주정거장 환

른 악(惡)기상 대처능력 및 기상예보 향상에 대한

경을 이용한 우주실험을 수행하여 유인우주기술

독자 기상위성의 보유와 선반기름 유출 사건과 적

확보, 국가위상제고와 함께 청소년들이 우주와 과

조, 녹조 등에 의한 해양 오염을 지속적으로 감시

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우는데 기여하였다.

하여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우주개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지구관측

가능케 한 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초고속

위성정보 활용 관련 민간 시장의 확대에 따른 활용

데이터 전송과 같은 광대역 위성 멀티미디어 시범

수요가 급증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관

서비스와 재난비상통신, 난시청해소와 같은 공공

련 정책의 수립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

통신 서비스 등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이처럼

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활용기술 개발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 정지궤도 위성 수요로 인해

을 통한 신 성장 동력의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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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위성정보 활용 촉진 등

러시아 소유즈 TMA-12호로 발사되었으며, 4월

가시적인 대국민 우주개발 성과 확산이 필요하게

19일 지구로 귀환하기 전까지 약 10일간 국제우주

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국내·외 우주관련 환경변

정거장(ISS)에 머물며 18가지의 우주과학 실험을

화를 반영한 위성정보 활용 촉진 업무의 효율적인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다양한 우주활동 모습을 국

추진 방안의 제시가 필요해진 것이다. 우주개발진

민들에게 생생히 전해줬다.

흥법에 따르면, 교과부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위성정보연구소(現 위성정보연구센터)’를 위성정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의 개발이 당시

보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지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기상청이 참여 하에 2003년

정하여 우주기술 개발에서부터 활용기술 서비스

9월에 착수되었다. 2007년 8월부터 2년 반 동안

에 이르는 우주개발의 계열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내의 시설에서 총 조립과 시

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험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 6월 27일 새벽 아리

중장기 시행계획에 따라 위성정보 활용분야에 대

안-5 발사체에 실려 남미 기아나 쿠루 공군기지

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마련되어 추진 중에 있다.

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현재 기상 및 해양영상
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도입 경과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호 개발 사업은 아리
랑 2호의 후속위성으로 해상도와 성능이 현저히

1996년 처음 만들어진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

향상된 위성개발을 목표로 2004년 7월 국가과학

획이 2000년에 수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우주비

기술위원회에서 개발을 확정하였다. 탑재체 분야

행사 육성’이 처음으로 국가 계획에 명시되었다.

에서 해외 공동개발을 추진했던 아리랑 2호와 달

그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과 한국 우주

리 아리랑 3호는 위성 개발 전 과정을 국내주도로

인 선발, 훈련, 우주선 탑승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개발하였으며, 2012년 5월 18일 새벽 1시 39분 일

비공식적으로 타진하였으나 2003년 2월 NASA

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성공적으로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의 폭발사고로 미국 우주

우주궤도에 안착되었다.

왕복선 탑승 추진계획은 초기단계에서 중지되고

국내 최초의 영상 레이더 위성인 다목적실용위

말았다. 그 후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은 2004년 과

성(아리랑) 5호는 2005년 5월부터 국가과학기술

학기술부(現 교과부)의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위원회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영상레이더

보고되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여 2004년 9월 과

는 3차원적 지형정보 및 지형변화에 대한 정보를

학기술부와 러시아 연방우주청 간에 한국 우주인

함께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광학영상과 함

배출을 포함하는 ‘Joint Statement’를 체결해 한

께 활용될 경우 지형정보 구축, 화산 등 재해재난

국 우주인의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 탑승을 합의하

감시, 해안선 변화 및 선박탐지, 해상풍 관측, 농

였다. 그리고 2005년 11월 한국우주인배출사업 추

작물·산림 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진위원회에서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이 심의의결 되

있다. 아리랑 5호는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었다. 2008년 4월 8일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이

2013년 상반기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 드네프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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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에 의해 발사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위성정보 보급 및 활용 촉

2014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다목적실용위

진을 위한 전담기구로 지정하였다. 현재 한국항공

성(아리랑) 3A호는 광학카메라와 함께 적외선 카

우주연구원은 위성정보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구

메라를 탑재한 위성으로 2006년부터 개발을 시작

관측 위성정보의 수신·처리·보급, 위성정보 활

하였다. 적외선카메라는 열을 감지할 수 있는 특

용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위성정보 관련 대외협력

성이 있어 지상·환경관측, 산불탐지 및 피해분석

및 활용지원 등 국가 위성정보 활용전담기구로서

등에 중요하게 활용된다.

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반 시스템

2002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과학기술위성 2호

구축 및 기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는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에 탑재되
어 나로호의 발사검증과 함께 지구대기관측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안타깝게도 나로호 발

2. 주요 내용 및 성과

사가 실패하면서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였다. 과
학기술위성 3호는 우주·지구관측용 적외선카메

가. 우주인배출사업

라와 지구관측용 분광카메라를 탑재하여 우리은
하 근적외선 탐사 관측, 우주 배경복사 근적외선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은 유인 우주 기술 습득과 대

관측, 지구대기관측(에어로졸), 환경감시 등의 임

국민 과학기술 이해도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무를 수행할 위성으로, 2013년 러시아 야스니 발

갖고 시작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우주로 올라가

사장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기 전 우주인 선발 및 훈련, 우주에서의 임무수행

2004년 5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위

및 생활, 귀환 및 귀환 후의 관리 과정 등 우주인

성 2호 위성영상자료 배포·활용계획(이하 활용

배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였다.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보고하였다. 활용계획

그리고 우주인 선발, 훈련, 우주비행 등의 과정을

에 따르면,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의 활용촉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을 위하여 공공 및 학술연구 목적의 자료배포는

교육적 차원에서 커다란 효과를 줄 수 있었다. 우

아리랑위성 2호 개발 총괄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

주인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역할모델로서 엄

주연구원이 담당하고, 기타 상업 목적의 배포와

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

활용은 영상판매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도

고, 그에 힘입어 대중은 상대적으로 우주와 과학

록 하였다.

에 현재보다 훨씬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또

또한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아리랑
위성 2호 영상의 국내 보급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령으로서 2007년 9월 ‘위성정보의 보
급 및 활용규정’을 제정하였다.

한 우주인 배출로 국가위상을 제고하여 과학관련
국제협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오늘날 우주기술과 우주과학실험은 여러 분야
에 응용되고 있는데, 특히 1960년대 NASA가 아

한편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등을 촉

폴로 계획을 통해 개발한 디지털 신호처리 및 화

진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2008년 2월

상기술은 CT(컴퓨터 단층장치)와 MRI(자기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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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등과 같은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탄생시켰

동하여 개발과 제작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장비의

다. 이 밖에도 우주기술과 과학실험을 이용한 다

시험검증은 항우연이 담당하였는데, 국내에서 유

양한 결과물들은 지구상에서 다양한 형태로서 우

인우주장비의 시험검증 경험이 전혀 없어 러시아

리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자적

측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

우주개발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대한민국 최초

고 실질적인 경험을 획득하였다.

의 우주인 배출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5천만 국
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으

<그림 4-2-1>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실험수행

로 다양한 우주과학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와 협의의 시간을 거쳐, 2008년 4월 국제우
주정거장에서 수행할 우주과학실험 18개를 선정
하였다. 이 18종류의 실험은 산·학·연에서 제안
한 기초 과학실험 13개와 초·중·고 학생들의 교
육적인 목적을 위한 교육실험 5개로 구성되어 있
다. 기초 과학실험은 산업체, 대학, 출연(연) 등에
서 제안한 과제 중 과학적, 산업적 의미가 큰 13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교육실험은 초·중·고 학생
들로부터 실험을 공모하여 국내전문가와의 협의

한국 최초 우주인 선발을 진행한 2006년 한 해

를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과학마인드 확산

동안 신문보도 1500여건, TV 방송 100회 이상

에 기여할 5개 과제를 선정 하였다. 특히 교육실

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발사와 귀국 전후에는

험 자료는 2008년 4월 한국우주인이 귀환한 후,

국내 모든 언론매체에서 헤드라인으로 보도하였

우주인의 우주생활과 함께 DVD로 제작·배포하

다. 우주인 배출사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국민들에

여 현재 전국의 초·중·고에서 과학교육자료로

게 우주개발과 과학기술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이다.

활용되고 있다.

2006년 항공대학교에서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의 효

총 18가지의 우주실험을 선정, 설계, 개발, 시험

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약 5,000억 원의 경

검증, 우주실험, 자료 분석 하는 전 과정에서 유인

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주인 귀환

우주실험분야 우주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우주

직후 (주)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실험의 선정과 개념설계를 통하여 국내외 우주실

한국최초우주인의 우주비행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험장비 개발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99.9%, 우주에 대한 관심도는 82.2% 높아졌고, 청

수 있었으며, 특히 러시아 유인우주기술분야 전문

소년 59.5%가 이공계 선택 의향이 높아졌음을 확

업체인 에네르기야사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

인할 수 있었다.

해 장비개발과 안전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우주실험장비의 개발은 국내 대학과 중
소업체가 맡았는데, 항우연과 연구책임기관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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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리안위성 개발사업

주선진국들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정지
궤도 확보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1) 천리안 위성의 개요

천리안위성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동

천리안 위성은 고도 36,000km 상공에서 위성통

일경도인 동경 128.2도 상의 위성궤도주파수를 확

신, 해양관측 및 기상관측 서비스의 복합임무를 수

보하게 되어 정지궤도위성 개발 국가라는 대외적

행하는 국내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이다. 정지궤도

위상을 제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천리안위성은 기

는 약 36,000Km로 적도 상공의 제한조건으로 인

상 및 환경관측용 탑재체와 중계기와 안테나 시스

해 천연자원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전 세계적으로

템으로 구성된 통신탑재체를 탑재하고 있다.

선점경쟁이 치열하며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우

<표 4-2-1> 천리안위성 탑재체 개요
구분

기상탑재체

해양탑재체

통신탑재체

탑재체

영상관측센서

해색관측센서

통신중계기/안테나

채널

가시 1채널, 적외 4채널

가시 8채널

Ka-밴드

중량

140kg

60kg

100kg

소요전력

260W

80W

1,100W

제작기관

ITT(미국)

Astrium(프랑스)

ETRI(한국)

<그림 4-2-2> 한국형발사체 개발 일정

우주 남측
지구면
기상해양 영상정정보
송수신용 안테나

Ka-대역 중계기 패널
해양센서
기상센서

태양전지판

관제용 안테나
Ka-대역 안테나 급전부

진행방향

자세제어용 지구센서

Ka-대역 안테나 반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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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성 본체 기술개발

술과 같은 위성 임무 해석 기술, 높은 정밀도를 요

천리안 위성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지

하는 정지궤도 궤도결정 기술 및 위치 유지 기술

궤도 위성으로 해외 전문 업체와의 공동개발을 통

과 복수의 탑재체에 대한 위성 운용 기술, 위성체

해 설계 및 제작, 시험 부분의 주요기술을 획득하

와 탑재체-지상국-발사체간의 인터페이스 기술,

였다. 동 사업을 통해 탑재체 시스템 요구사항 분

정지궤도 운용에 따른 우주환경 해석 기술, 관측한

석, 할당 및 관리기술, 임무기간 7년의 궤도섭동과

영상에 대한 보정시스템 기술 관련 노하우와 관련

속도증가분 및 소모연료량 예측 기술과 원지점 고

기술 등을 습득하였다.

도의 전이궤도에서 액체원지점 엔진 분사 전략 기

<표 4-2-2> 천리안 위성의 위성 본체 국산화 품목
국산화 품목

참여업체

•위성 구조물 제작
(SM, FM)

㈜대한항공

•위성체 조립

•열제어 부품 제작

두산중공업

•하니스 제작 (EM,

한국항공우주

FM)

산업

•태양센서 제작 및
시험
•영상기하보정 소프
트웨어 개발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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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탑재체 기술개발

에 맞는 특화된 형태의 자료를 군기관, 방송국, 재

천리안 위성 개발로 인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난안전기관 등 19개 유관기관에 제공하여 활용하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 7번째 독자기상위성 보

고 있다. 또한 5개국 해외 기상청 등에서 자체적으

유국으로서 국가위상을 제고하였다. 이전에는 일

로 천리안 기상영상 수신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본 등으로부터 30분 간격으로 기상정보를 제공받

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

았으나, 천리안 위성 개발 성공으로 평시 15분, 위

여 스리랑카 기상청에 천리안 기상영상 수신시스

험기상(태풍)의 경우 최소 8분 간격으로 기상정보

템을 지원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 기상위성 활용

를 확보하고 있다.

리더쉽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단시간에 발생하는 돌발성 호우나 한반
도에 접근하는 태풍의 감시 및 분석능력이 강화되

(4) 해양탑재체 기술개발

었으며, 항공, 농업, 해양 등 각 분야의 요구사항

천리안 위성의 해양탑재체 GOCI(Geostationary

<그림 4-2-3> 기상탑재체(MI)

<그림 4-2-4> 위성체에 장착된 기상탑재체

<그림 4-2-5> 기상탑재체 영상획득사진

<그림 4-2-6> 최초 가시대역 기상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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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Color Imager)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정지

항공우주연구원이 해외 협력사의 기술지원을

궤도용 해색 센서로, 해상도 500m로 낮 시간 동

바탕으로 해양탑재체의 시스템, 검증, 구조, 열제

안 하루 8회, 한반도 주변 2,500×2,500km의 영

어, 광학 및 조립시험 등에 참여하여 미러·필터

역을 고정 관측하며,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영역 8

광학설계, 스캔 구동부, 광·기계 구조부 설계 및

개의 밴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해양환경 정보를 생

조립 시험기술, 센서부 열해석 등 탑재체 개발기술

성한다. 해양해류의 순환 및 해색, 해수면 온도 등

과 복사보정 및 궤도상 운영 등의 탑재체 운영기술

의 실시간 관측 해양정보를 제공하여 해양환경 연

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정지궤도 관측용 탑재체 개

구, 해양 영토의 체계적 관리, 어민소득 증대 등

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에 기여한다.

<그림 4-2-7> 해양탑재체 메인
유닛 형상

<그림 4-2-8> 해양탑재체
전자유닛 형상

<그림 4-2-9> 해양탑재
체 최초 해양영상

<표 4-2-3> 천리안 위성의 기상탑재체 국산화 품목
국산화품목

참여업체

•해양자료 처리시스템 소프트웨어

㈜EN3환경

•해양자료 처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새아소프트㈜

•해양탑재체 전기적 지상지원장비

㈜쎄트렉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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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탑재체

체 개발 국가라는 지위 확보와 함께, Ka-대역 통

천리안위성의 통신탑재체는 스위칭 교환기술이

신탑재체의 독자적인 기술을 획득하였다. 일부 국

적용된 중계기와 복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

산화 개발부품은 성능 면에서 해외 우수제품과 동

록 설계된 빔 안테나로 구성되며, 부품부터 시스템

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무

레벨까지 설계, 제작 및 시험 전 과정을 국내 연구

선통신 부품 및 고정밀 항공우주 분야 전자부품의

진의 주도로 개발되어, 세계 10번째 통신위성 자

수출효과가 기대된다.

<그림 4-2-11> 중계기 형상

<그림 4-2-12> 안테나 캠팩트레인지 시험 형상

<표 4-2-4> 천리안 위성의 통신탑재체 국산화 품목
국산화품목

참여업체

•RF 능동제어 부품

Kospace

•RF 수동제어부품 및 급전 부품

M&M Lynx

•안테나 반사판 및 지지대

㈜대한항공

•통신탑재체 지상시험 시스템
(EGSE, IOT용)

•통신탑재체 시스템 종합

개발 품목

ART

㈜쎄트렉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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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상국 개발기술

발 시 국산화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상국 개발기술 중에서 정지궤도 위성의 관제 시
스템과 기상과 해양 영상의 전처리 기술을 국산화

<그림 4-2-13> 천리안위성 지상국시스템

하는데 성공하였다. 위성의 관제 시스템은 임무해
석 소프트웨어, 임무계획 소프트웨어, 실시간운영
시스템, 위성시뮬레이터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위
성시뮬레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모
두 국내 인력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였다. 위성시뮬
레이터의 경우는 해외업체가 개발하여 항공우주
연구원에 제공하였지만 항공우주연구원 전담 인
력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향후 정지궤도위성 개

<표 4-2-5> 천리안 위성 지상국 국산화 품목
국산화 품목

참여업체

•관제시스템 안테나

하이게인

•송수신자료 전처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송수신자료 전처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송수신 및 관제 시스템 지상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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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립 및 시험기술

시험이 가능한 멀티 가진 시스템과 극저온 환경모

천리안 위성의 총 조립 및 환경시험은 국내 위성

사가 가능한 대형 열주기 및 열진공챔버가 구축되

개발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우선 정지궤도 중대형

어 향후 후속 정지궤도 위성 개발 시 설비의 재활

위성의 국내 총 조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술적으로 발사환경, 궤도환경 및 전자파환경 등
위성체가 받게 되는 환경에 대한 영역을 저궤도에

(8) 정지궤도 위성 궤도상 시험 기술

서 정지궤도로 확대한 환경시험 기술을 확보하게

발사체로부터 위성 분리 후, 액체원지점엔진이 3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

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목표정지궤도에

와 시험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정확히 진입시키는 전이궤도 운영 기술의 경험을

최대중량 5톤급의 위성 조립을 위한 공간이 확

확보하였으며, 그 이후 정지궤도상에서 위성의 상

보되었으며, 이곳에는 탑재체 및 부품의 정밀장착

태 및 지상 소프트웨어 기능을 점검하는 궤도상 시

을 위한 시스템 정렬 및 측정 장비와 태양전지판

험 기술을 확보하였다. 특히 궤도상 시험은 버스

전개 설비, 조립기간 동안 위성의 오염방지를 위

기능 시험과 6개의 단계로 나누어진 탑재체 및 지

한 청정 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발사환경 및

상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시험으로 수행되었다.

궤도환경 시험을 위해 최대 8톤급의 위성의 진동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수행되는 탑재체별 궤도상

<그림 4-2-14> 천리안위성 조립 및 시험기술
지상지원장비 개발기술

조립 및 성능시험기술

위성체 조립

환경시험기술

진동시험

음향시험

충격시험

전개시험

기계지상지원장비

전기지상지원장비

시스템 통합 기능시험

열진공시험

전자파 및 RF 적합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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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5> 천리안위성 조립 및 시험기술
순항자세로 전환
(위성의 선미가 태양 방향)

원지점 엔진의 최종 가동후
배관의 잔여연료를 배출하고
엔진쪽의 연료공급을 영구 차단

목표정지궤도
35.783km

35.783km

표류궤도

정지궤도 진입
(동경128.2도)(7.5)

35.523km

궤도상 시험 착수
(7.3)

태양전지판 완전전개
(7.1)
지구탐색

Ka밴드 통신안테나 전개
(7.2)
지구지향완료
(7.2)

<그림 4-2-16> 천리안 위성의 해양탑재체 기하보정 흐름

일별 관측 스케줄에 따른 영상촬영(일8회 고정)

해양영상
기하보정시스템

기하보정된
해양영상

원시영상

기하보정
리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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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술과 6단계의 기상 및 해양 이미지 지상처
리에 대한 기술 또한 확보되었다.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5호는 기상상태에 관
계없이 주·야간 지구관측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영상레이더 탑재위성으로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다.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위성) 개발사업

2013년 상반기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전천후 영상레이더(SAR) 탑재체는 광학영상 탑

(1)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위성) 개요

재체와는 달리 가시광선 대역이 아닌 마이크로파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호는 공공안전확보, 국

대역을 이용한 영상 촬영이 가능한 탑재체로 악천

토·자원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환경감시,

후 및 야간 등의 기상상황에서도 영상정보 획득이

재해재난 대응 등에 활용될 해상도 0.7m급(서브

가능하며 레이더영상을 이용한 지형변화, 해양오

미터급)의 위성영상을 제공하는 지구관측위성이

염, 지진 등의 관측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가

다. 특히 서브미터급 해상도를 갖는 저궤도 광학

가능해진다. 또한 기 운영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2

위성의 독자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프랑스

호 및 3호 위성의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함께 레이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던 분야이기

더영상 정보를 활용함으로서 정보획득의 양과 질

에 더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을 향상시키고 고해상도 영상시장에서 세계적 경

<그림 4-2-17> 다목적실용위성 3호

<그림 4-2-18> 다목적 실용위성 3호 0.7m 급

<그림 4-2-19> 다목적실용위성 5호

<그림 4-2-20> 발사 대기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5호 최종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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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1> 발사 시 형상

<그림 4-2-22> 궤도운영 형상

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해상도 광학위성 개발

적외선 센서를 동시에 탑재한 위성이다. 아리랑

및 운영에 이어서 고해상도 SAR 위성의 국내주도

3A호는 2012년 발사에 성공한 아리랑 3호를 기본

개발을 통해 지구관측능력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

모델로 개발되었으며, 위성본체 개발을 민간의 위

화 되었다. 특히 구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남아

성본체 주관기업인 KAI/AP우주항공 컨소시엄에

시아 국가들에서 전천후 지구관측이 가능한 레이

서 담당하게 하여 산업체의 위성개발역량 강화에

더(SAR) 위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도 기여하고 있다.

고유 위성모델을 활용한 세계 위성시장 진출을 모
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위성) 개발 성과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A호는 고해상도의 광

다목적실용위성3호는 다목적실용위성2호 보다 성

학탑재체와 함께 국내최초로 야간 관측이 가능한

능이 훨씬 향상된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이다. 다

<그림 4-2-23> 다목적실용위성3호 비행모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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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실용위성2호의 탑재체는 국내 기술 기반이 취

계, 재료, 열추진, 광학, 전자, 통신의 기술적 장애

약하여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하였지만 다목적실

를 수없이 극복하고 8년 만에 개발에 성공하였다.

용위성3호의 탑재체는 다목적실용위성2호 탑재체

위성탑재체의 전자광학카메라를 국내 독자기술

해외공동개발을 바탕으로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

로 조립·정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위성본체

로 국내주도로 개발하였다. 다목적실용위성3호는

에서는 핵심장비인 탑재컴퓨터와 전력공급 및 분

우주에서 초속 8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배장치 등에 대한 국내 독자모델을 개발하여 우주

서 부산에서 신의주 정도 떨어진 거리의 사진을

급 장비의 국내 개발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

촬영해야 하므로 카메라에 탑재된 반사경의 구경

고, 향후 우주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도약시킬

이 커야하며 조그마한 진동에도 영상이 흐려지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서브미터급 해상

때문에 위성의 진동을 감쇠하면서 신속히 기동하

도를 갖는 전자광학카메라 독자모델의 개발은 향

는 기술과 위성용 카메라가 우주환경의 온도변화

후 광학계를 사용하는 각종 위성용 관측기기의 국

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초점을 정밀하게 조정하

내 독자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으

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였다. 또한 촬영된 영

며, 향후 개발할 고성능 탑재체의 국내 독자개발

상을 이동 중인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제

의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된다. 다목적실용위성

한된 시간에 지구로 보내기 위하여 영상신호를 압

개발사업을 통하여 국내에서 개발한 주요 품목은

축, 저장하고 짧은 시간에 송·수신하는 고도의 통

아래 표와 같다.

신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첨단의 시스템, 기

<표 4-2-6> 다목적실용위성 국산화 품목
분류

국산화 품목

수행기관

개발 품목 사진

-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시험
탑재체

- 광학모듈 정렬/시험
- 전자광학카메라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조립/성능시험

- 위성 구조체 제작
•탑재모듈
위성본체

•전자모듈
•태양전지판

(주)대한항공

•추진모듈
•위성체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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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제어부품 제작
위성본체

•다층박막 단열재

두원중공업(주)

•이차면경

- 추력기 제작 및 추진계 조립
위성본체

•이중추력기

(주)한화

•추진계 조립

- 전력계 및 원격측정
명령계 부품 제작
위성본체

•종합탑재 컴퓨터
•전력제어 및 분배기

한국항공우주산
업(주)

•S-대역 트랜스폰더

위성본체

- 초고주파신호 분배기 제작

정우 ENG(주)

위성본체

- 태양센서 제작

(주)쎄트렉아이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을 이용하여 환경 감시,

체인 KAI/AP우주항공 컨소시엄이 항우연의 지원

농작물 작황분석, 산불 피해 분석 등 국가 자원

하에 위성의 본체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성과를 거

및 재난관리 업무에 필요한 위성영상 정보를 제공

두기도 하는 등 국내 산업체의 위성개발 역량 강

할 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화에도 기여하였다. 다음 그림은 아리랑 3호의 첫

Charter) 활동을 통해 홍수, 가뭄, 지진 등 재해재

촬영영상으로서 발사된 지 약 일주일만인 5월 25

난 발생 지역의 위성 영상을 세계 각국에 제공하

일 첫 촬영한 울릉도 저동항구와 5월 29일 촬영

여 지구적 자연재해의 모니터링과 복구계획 수립

된 미국 필라델피아 공항의 0.7m 고해상도 영상

등에 도움을 주는 등 국제 사회에도 기여하고 있

이다. 해상도 1m인 아리랑 2호와 비교할 때 지상

다. 또한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호 부터 개발에

의 물체가 훨씬 모서리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참여해왔던 국내 산업계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

볼 수 있다.

로,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A호의 경우 국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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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5> 울릉도 저동항구(2012.5.25)

<그림 4-2-26> 필라델피아 공항(2012.5.29)

<그림 4-2-27> ‘울릉도 저동항‘에 대한 아리랑 2호(좌)와 3호(우) 영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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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8> ‘미국 필라델피아 공항’에 대한 아리랑 2호(좌)와 3호(우) 영상 비교

라. 과학기술위성 3호 개발사업

을 개발하였고, 우주·지구과학용으로 적외선 우
주관측 카메라, 적외선 지구관측 카메라(3-5μm

과학기술위성 등 소형위성개발사업은 우주기술

국산 적외선 센서 사용), 여러 가지 파장대역으로

자립도 향상, 우주·지구과학 관련 기초과학연구

지구표면을 관측 가능한 초소형 분광기가 개발·

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순수 국내기술로

탑재되어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많은 대학

수행되는 위성 개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및 기관이 참여하여 담당 분야를 성공적으로 개발

위성 3호 개발 사업에서는 Li-Ion(리듐-이온) 배

완료함으로써 우주기술 확산 및 인력양성이라는

터리, 고성능 탑재컴퓨터 등 5개의 우주핵심기술

목적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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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개 우주핵심기술 개발

될 전장품을 구조체 내부에 장착시켜서 하나의 구

과학기술위성 3호 개발사업 초기에 전문가로 구

조체로 제작하는 다기능 복합재 구조체, 레온-3

성된 기술위원회를 통하여 자립화가 시급하고 중

을 사용한 고성능 탑재 컴퓨터, 300와트급의 소형

요한 5개의 우주핵심기술을 선정하였다. 선정 내

태양전력조절기, 10밀리뉴톤급의 소형 전기 추력

용으로는 우주용 리듐-이온 배터리, 위성에 장착

기 등이 있다.

(가) 우주용 리듐-이온 배터리(카이스트 전기·전자과 개발)
형상

주요 특징

- 용량 : 30Ah 리듐-이온 배터리 8개 셀 사용
- 밸런싱 회로 내장
- 미국 야스니사 리듐-이온 배터리 셀 사용
- 국내 최초 개발

(나) 다기능 복합재 구조체(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 개발)
형상

주요 특징

- 전장품이 구조체 내부에 장착되어 일체형으로 구
성됨
- 부피 및 무게 절감효과 목적
- 국내 최초 개발

(다) 레온-3 고성능 탑재 컴퓨터(충남대 전기과 개발)
형상

주요 특징

- 차세대 프로세스인 FPGA를 사용한
레온-3 프로세서 사용한 탑재 컴퓨터
- SpaceWire 인터페이스 성능검증
- 국내 최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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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형 태양전력조절기(우석대 전기과 개발)
형상

주요 특징

- 300와트급의 태양전력 조절 장치
- 소형위성에 사용하기 위해 전장품
소형화를 목적으로 개발

(마) 소형 전기 추력기(카이스트 물리과 개발)
형상

주요 특징

- 10mN 전기 추력기
- 고효율(비추력 > 1000) 소형 추력기이며 연료는
제논가스 사용
- 국내 최초 개발

(2)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과학 탑재체 개발

선 카메라(3-5μm 국산 적외선 센서 사용), 여러

발사 후 위성에서 송신될 위성데이터를 사용하여

가지 파장대역으로 지구표면을 관측 가능한 초소

천문학 및 지구과학 연구 등 기초과학분야 연구를

형 분광기 등 3종의 과학 탑재체가 개발되었다.

위해 우주관측용 적외선 카메라, 지구관측용 적외

(가) 우주관측용 적외선 카메라(한국천문연구원 개발)
형상

주요 특징

- 우주관측 적외선 카메라 국산화
- 국내 최초 개발
- 파장대역 : 0.9-2.0μm
- 센서 : 미국 델레다인 적외선 CCD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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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구관측용 적외선 카메라(한국천문연구원 개발)
형상

주요 특징

- 지구관측 적외선 카메라 국산화
- 국내 최초 개발
- 파장대역 : 3.0-5.0μm
- 센서 : 국내벤처 i3Sys사 적외선 센서 사용

(다) 초소형 분광기(공주대 개발)
형상

주요 특징
- 지구관측 분광카메라 국산화
- 국내 최초 개발
- 파장대역 : 0.45-1.05μm
- 픽셀 사이즈 : 26m
- 영상 폭 : 26km
- 추출 가능 파장대역 수 : 18-64개

마. 위성활용

(3) 인력양성 및 우주기술 확산
우주기술 확산 및 인력양성을 위해 많은 대학 및
기관 참여를 지향하여 충남대, 공주대, 우석대, 카

2006년 7월에 발사한 아리랑위성 2호의 정상운영

이스트(물리과, 항공과, 기계과, 전기전자과) 등

및 연장운영 돌입으로 국내외 고해상도 광학위성

위성개발 경험이 없는 대학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영상자료의 확보와 더불어 해외 고가의 영상자료

이 위성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담당 분야를 성공적

에 의존하여 활용되었던 국내 영상자료 활용기반

으로 개발 완료함으로써 우주기술 확산 및 인력양

여건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위성정보

성에 기여하였다.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

<표 4-2-7> 연도별 개발참여 대학원생 분포표
(단위 : 명)

구분

연구기간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계

1차년도

2006.12.1~2007.6.30

25

16

41

2차년도

2007.7.1~2008.1.31

25

16

41

3차년도

2008.2.1~2009.1.31

30

19

49

4차년도

2009.2.1~2010.1.31

24

22

46

5차년도

2010.2.1~2011.1.31

27

20

47

6차년도

2011.2.1~2013.1.31

-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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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관련 기반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화 촬영계획 시스템을 개발하여 위성상태 관리를
통한 촬영계획 수립환경을 제공하고 주문 정보 및

(1) 아리랑위성 영상자료 보급 현황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촬영계획 수립 및 관리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는 공공수요와 상용수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극지 직수신

요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리랑위성 2호는

영상자료 실시간 전송 시험을 통해 항우연과 극

전 세계 원하는 지역을 촬영할 수 있지만, 대전

지 수신국간에 네트워크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여

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 하나만으

데이터 전송의 성능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

로는 하루 2~4차례밖에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2년 4월 현재 아리랑위성 2호의 영상자료

다양한 요청지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제

는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에 총

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노르웨이

603,936장이 배포되었다. 기관별 영상자료 보급

의 스발바드 극지수신국을 운영하여 하루 10회 이

현황은 아래와 같다.

상으로 교신기회를 확대하여 영상자료 확보율을

(2) 위성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원 및 공공 분

크게 높였다.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의 해외 직수신 판매

야 활용지원

실적은 지난 4년간 약 2,200만 달러의 해외 직수

위성자료 사용자를 대상으로 위성영상 활용 관

신판매 계약 및 약 26억 원의 국내외 영상판매계

련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위

약을 달성하였다. 또한 2008년 2월부터 2012년 2

성영상 수요자들이 업무에의 활용가능성을 높일

월까지 아리랑위성 2호 표준영상 수입 대체효과

수 있도록 위성자료기반의 도시행정 지원용 맞춤

는 약 1,242억 원 (총 배포면적 2,484,450㎢ 적용

형 S/W를 개발하여 지원하였다. 아리랑위성 사용

시)으로 추정되며 부가처리된 영상자료의 수입대

자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비전문가 대상의 아

체효과는 약 118억 원 (부가처리비용 2만원/㎢, 총

리랑위성 전용 영상처리 S/W인 KOMPSAT Data

배포면적 168,975㎢ 적용시)으로 분석된다.

Viewer를 개발·배포하였고, 중급 이상의 전문

한편 영상자료 활용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상용

가를 대상으로 아리랑위성 영상자료처리를 위한

<표 4-2-8>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 보급현황
(단위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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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부기관

자치단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2006

30

2007

81

산업체

기타

합계

0

0

3

0

26

59

3

14

1

45

36

180
396

2008

12

90

34

144

88

28

2009

58

138

57

91

4

114

462

2010

176

1

62

47

1

17

304

2011

67

1

39

27

0

78

212

합계

424

233

206

313

138

29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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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SAT Tool Box 상세설계를 완료하였다. 또

불법 전용산지 일제 조사용으로 아리랑위성 2호

한 아리랑위성 활용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영상자료를 제공하였다.

외 아리랑위성 사용자,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
로 아리랑위성을 소개하고 위성영상을 널리 홍보

(3) 고부가 위성정보 DB 구축 및 활용지원 체계

하였다.

구축

공공부문의 위성영상 활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고부가 위성정보란 기본영상(표준영상)을 지상기

일환으로 통계청에 남한 전역에 대한 국내외 위성

준점(GCP), 수치고도모델(DEM) 등을 이용하여

자료와 관련기술을 제공하여 농업통계 정보 산출

부가 처리한 정사영상, 모자이크영상 등을 의미한

에 기여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세분

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아리랑위성 영상

류 토지피복도 제작, 자연환경 조사 등의 활용을

자료 사용자 편의제고 및 영상활용 확대를 위하여

위해 영상자료 지원 및 관련 기술자문을 지속적으

고부가 위성정보 DB를 구축하여 공공분야에 체계

로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에는 강원도 양구 일대

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

<표 4-2-9> 공공기관의 위성영상 활용 사례
환경 부문

산림 부문

•아리랑위성 2호 기반의 토지피복도 제작
(지역:경북권)
•환경지리정보서비스 제공
•자연환경조사, 정밀식생도 제작 활용
•고부가DB(1m 정사 모자이크 160장)
환경부에 제공
•전국 자연환경 조사용 24장 및 국립공원
정밀 식생도 제작용5장 제공

통계 부문
•경지면적 조사 및 벼 재배면적 조사 등
농업통계 산출에 활용

•산지관리법에 의거, 불법 산지 전용면적

•통계산출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및 정확

파악을 위한 일제조사에 활용

도 높은 경지 또는 작물재배면적 조사에

(지역:강원도 양구 일대)

활용 가능

•불법 전용산지 조사용으로 6장
(1m 정사모자이크) 제공

•남한지역 GCP Chip DB제공을 통해
정밀 위치보정 지원
•해외 위성자료 (Rapideye) 남한전역
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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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0> 남한지역 및 접근불능지역 위성정보 DB 구축 현황
•대상면적 : 약 10만㎢
•구축항목 : 융합영상(1m칼라), 정사영상(1m흑백, 4m칼라, 1m칼라), 모자이크 영상 (1m흑백, 4m칼라,
남한지역

1m칼라), 도곽영상(1/5,000, 1/25,000) - 8/16bit, 좌표계별 구축
•컨트롤DB구축 : 정사항공사진(남한전역), 지상검사점(601점), 수치고도모델(DEM, 해상도 5m), GCP
Chip DB(33,000점)
•정확도 검증 : 대한측량협회를 통한 성과검증(30%) 수행(단, GPS측량성과는 100% 수행)
•대상면적 : 약 13만㎢
•구축항목 : 융합영상(1m칼라), 정사영상(1m흑백, 4m칼라, 1m칼라), 모자이크 영상 (1m흑백, 4m칼라,

접근불능지역

1m칼라), 도곽영상(1/5,000, 1/25,000) - 8/16bit, 좌표계별 구축
•컨트롤DB구축 : 검사점(4,500점, 국방지형정보단 제공), DTED(수치지형고도 모델, 국방지형정보
단 제공), 영상기준점(1,000점)
•정확도 검증 : 국방부 협조를 통한 국방지형정보단과 공동검수 수행

GPS 검수점 현황

모자이크영상(1m 칼라)

정사영상(1m 칼라)

도곽영상

다. 구축된 DB는 대한측량협회의 성과심사를 통

있다. 현재 아이티 지진 및 일본에 발생한 쓰나미

해 정확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함

를 비롯한 총 9회의 재해발생 상황에 대해 신규 및

께 고부가 DB관리 및 검색시스템 개발의 기초가

과거 영상자료 총 23장을 지원하였다.

될 고부가 위성정보 활용지원시스템(자동 부가처
리 및 고부가 DB 관리)을 개발 중에 있다.

(4) 위성정보 기반의 국제 재해분야 지원
International Charter는 전 세계적으로 재해발
생 시 피해규모 파악 및 복구계획 수립 지원을 위
해 우주기반 기술을 지원하는 국제협력기구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1년 7월 International
Charter에 가입하여 아리랑위성 2호로 신속하게
재해발생 지역을 촬영하여 생성된 영상자료를 피
해 당사국에 지원함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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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9> 아이티 지진발생지역을 촬영한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 기반의 피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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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성관제 및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의 재배치, 구축된 지 1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위성임무관제의 효율

되어있는 장비 및 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정밀궤

성 증대 및 표준화, 국제화를 목표로 ISO9001 품

도결정기술 연구, 위성군(Constellation) 궤도설

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2010년 11월 28일 공인

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위성

인증을 획득하였다.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은

운영 및 국가 우주자산 보호를 위해 우주물체 충돌

미항공우주국(NASA),

관련 연구 및 우주 물체가 근접하는 경우의 위성기

유럽우주운영국(ESOC),

독일우주운영국(GSOC) 등 세계적인 임무관제국

동 최적화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항우연 위성운영실에

또한, 안정적인 위성운영의 일환으로 운영자에

서도 국제적 수준의 임무관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으로 평가되고 있다.

있다. 변화하는 위성운영 환경 및 신규 구축되는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단일위성 개념으로 운영

임무관제시스템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훈련

되고 있는 종합관제실을 다목적실용위성 3호, 5호

컨텐츠를 갱신하고 있으며, 신입 운영요원에 대해

및 3A호 등 복수의 위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서는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에 기반한 교육훈련

있는 다중위성관제 개념을 실현하고 있다. 다목적

시행 및 인증을 통해서 일정수준 자격을 갖춘 운영

실용위성 3호 및 5호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관제시스템, 위성상황관제시설, 전력 및 보안시설

<그림 4-2-30> 다중위성 관제 및 운영 인프라 구축

위성관제업무
표준화

다중위성
관제 및 운영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구축 및 다중위성
과제 핵심기술 연구

•품질경영도입을 통한 관제업무 체계화/
표준화 수행
-위성관제 업무 분야 ISO 9001 품질경영
- 공인인증획득(’10.11.28)
-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심사
통과(’11.12.15)
•다중위성관제를 위한 개선 및 확대적용
-다중위성 관제업무 표준화 적용(~’12.10)
-품
 질경영 인증범위 확대(K3, K5, K3A 등)

•다중위성관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다
 중위성 운영을 위한 종합관제실 재배치
-다
 중위성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 확충
•다중위성 운영 관련 핵심기술 연구
-다
 중위성관제를 위한 궤도 임무분석 및
운영연구
-우
 주물체 충돌 및 기둥궤적 최적화
설계연구

•운영자 교육훈련 수행 및 컨텐츠 개발
-교
 육훈련 컨텐츠 업데이트 완료
(’11.12)
-교
 육훈련 시행 및 운영요원 인증
(’11.12)
-운
 영자 환경의 교육훈련공간 구축
(’12.10)
-교
 육훈련 자원구축 및 활용안 마련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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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1> ISO 9001 공인인증

<그림 4-2-32> 위성 운영 인프라 예시

<그림 4-2-33> 교육훈련 구성도

<그림 4-2-34> 다중위성 궤도 예시

신입교육

SOS
정기교육
SIM-Server
비상복구훈련

Anomaly Scenario/Injection
SIM-Client

Training Status Monitoring

3. 향후 과제

다목적실용위성 3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서 우리나
라는 1m 미만의 해상도를 가진 고해상도 저궤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야 다목적 실용위성 개

관측위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위성 전체를 국내

발에 착수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기

주도로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가 발사됨으로

술기반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미국

인하여 위성기술의 기반을 모두 닦은 셈이며 이는

TRW사와 공동으로 다목적실용위성 1호를 개발하

20여 년에 걸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의 결

여 1999년 발사하였고, 이어 개발된 다목적실용위

과였다. 또한 2013년 다목적실용위성 5호를 발사

성 2호는 카메라만 이스라엘 ELOP사와 협력하여

하면 지상의 기상조건에 상관없이 밤과 낮에도 지

개발하였다.

구를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 영상을 보유하게 될

2012년 5월 18일 일본 다네가시마 발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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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5>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11.12) 상의 인공위성개발 로드맵

1999
다목적실용위성1호

2003
과학기술위성1호

2009
2006
과학기술위성2호
다목적실용위성2호

2010
통신해양기상위성

2012
다목적실용위성3호

1999
우리별3호

2012
다목적실용위성5호

2018
정지궤도복합(해양/환경)위성 2017
정지궤도복합(기상)위성
2018
다목적실용위성6호
2019
다목적실용위성7호

2018
중형관측위성

2016
차세대소형위성

2012
과학기술위성3호
2014
다목적실용위성3A호

적인 위성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활용을 촉진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 수요에 부응하

2014년에는 열 탐지가 가능한 다목적실용위성 3A

기 위해 영상자료 배포 및 활용관련 규정을 보완하

호의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3A호는 3호 위성의

여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

탑재체에 적외선 채널을 추가하고, 고도를 낮추어

이다. 다양한 지구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우주개발

해상도가 향상될 계획이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지

이 실질적인 국민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 관측을 위한 다양한 탑재체를 탑재한 지구 관

는 다양한 분야에 위성영상의 적용과 상용화, 영

측 위성군을 운용하게 되어 명실공히 지구관측을

상자료 배포 체계 구축 및 활용관련 규정도 개정중

위한 위성 세트를 완벽히 갖춘 나라로 부상하게 된

이다. 또한 위성영상을 국제 외교의 중요한 자산으

다. 따라서 이러한 지구관측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로 활용하여, 세계의 재난재해 모니터링과 환경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보, 농업, 지도제작, 산림 관

시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리 등의 활용분야 외에도 위성영상 활용분야를 확

의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대하고 정보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것은 향후

위성개발 측면의 향후 과제는 기술완성도가 높

우주개발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아

은 다목적실용위성의 본체 및 시스템 기술은 기술

리랑위성 2호 운영 경험과 관련 시스템을 기반으

고도화를 추진하고, 탑재체 기술은 기술자립 기반

로 향후 수집될 아리랑위성 3호 및 5호 영상자료

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축적된 고해상도 지구관

의 활용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성자료

측 위성의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체를 육성하고 산

활용 기반 기술을 확보하여 영상품질의 향상을 위

업체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우주산업을 활성화시

한 관련 검보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

키면, 머지않아 한국의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을

며, 이를 통해 영상자료 사용자 확대를 위한 관련

해외에 수출하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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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참고 1 |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현황

■ 소형위성(우리별 / 과학기술위성)
구 분

우리별위성 1호 우리별위성 2호 우리별위성 3호

목 적

기초기술 습득

기간

’90.1~’94.2
(동시개발)

과학기술
위성 1호

과학기술
위성 2호

과학기술
위성 3호

나로호 3차
발사위성
우주환경관측

습득기술 활용

기술개발

우주구조연구

대기관측연구

우주기원 연구

’95.10~’99.8

’98.10~’03.12

’02.10~’10.12

’06.12~’13.1

‘11.1~’13.2

무 게

50kg

50kg

110kg

106kg

99.2kg

170kg 내외

100kg

고 도

1,300km

800km

720km

680km

300~1,500km

600km 내외

300×1,500km

수 명

5년

5년

3년

3년

2년

2년

1년

총비용

38.2억원

31.2억원

80억원

116.9억원

136.5억원

279억원

20억원

발사체

Ariane-4(프)

Ariane-4(프)

PSLV (인)

Cosmos(러)

나로호(한국)

Dnepr(러)

나로호(한국)

발사장

꾸르(프)

꾸르(프)

샤르빌(인)

Plesetsk(러)

고흥(한국)

Yasny(러)

고흥(한국)

발사일

’92.8.11

’93.9.26

’99. 5.26

’03. 9.27

’13(예정)

’13.1(예정)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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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09.8.252
차: ‘10.6.10

임무종료

임무종료

임무종료

임무종료

1차 : 궤도진입

(’96.12)운용종

(’97.12)운용종

(’01.04)운용종

(’06.05)운용종

실패2차 : 발사

료(‘04.08)

료(‘02.10)

료(‘02.12)

료(‘09.5)

실패

개발 중

개발 완료
발사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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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위성) 및 정지궤도위성
구 분

아리랑위성 1호 아리랑위성 2호 아리랑위성 3호

아리랑위성
3A호

임 무

지구관측(광학)

지구 정밀관측

지구 정밀관측

(광학)

(광학)

기간

’94.11~’00.1

’99.12~’06.11

무 게

470kg

고 도

아리랑위성 5호

천리안위성

지구 정밀관측

전천후 지구관

공공통신/해양/

(광학+적외선)

측(영상레이더)

기상관측

’04.8~’12.8

’06.12~’14.12

’05.6~’12.12

’03.9~’10.12

800kg

980kg

1,100kg 내외

1,400kg 내외

2,500kg

685km

685km

685km

530km

550km

36,000km

36,000km

수 명

3년

3년

4년

4년

5년

7년

10년

해상도

흑백 6.6m

흑백 1m

흑백 0.7m칼라

칼라 4m

2.8m

2,633억원

2,827억원

총비용

부처별
예산

2,242억원

흑백 0.55m

정지궤도복합위성

기상/해양/환경관측

’11~’18

기상(2,800kg)해양/
환경(2,500kg)

레이더 영상

기상 1km해양

기상 1km해양

1m/3m/20m

500m

250m

2,373억원

2,381억원

3,549억원

6,697억원

칼라 2.2m
적외선 5.5m

과기부 : 1272억

과기부 : 1650억

교과부 : 877억수

교 과 부 : 632억

교과부 : 1309억

산자부 : 628억

산자부 : 735억정

교과부 : 1937억

요부처 : (1단계)

지 경 부 : 589

방통위 : 798억국

정통부 : 100억민 통부 : 60억민 간

지경부 : 890억

239억 (2단계)

억수요부처 :

토부 : 702억기상

1257억

1160억

청 : 749억

교과부 : 3254억국
토부 : 933억기상청:
1372억환경부 : 1138억

간 : 242억

: 188억

발사체

Taurus(미)

Rockot(러)

H2-A(일)

Dnepr(러)

Dnepr(러)

Ariane-5(프)

미정

발사장

반덴버그(미)

Plesetsk(러)

다네가시마(일)

Yasny(러)

Yasny(러)

꾸르(프.령)

미정

발사일

’99.12.21

’06.7.28

’12.5.18

’14.하(예정)

’13.상(예정)

’10.6.27

임무수행 중

초기운영 중

개발 중

운영
현황

임무종료
(’07.12)운용종
료(‘08.2)

개발 완료
발사 대기중

임무수행 중

기상(’17)/해양환
경(’18)

개발 중

* TRW : Thompson Ramo Wooldridge(미국 위성개발 회사)
** OSMI : Ocean Scanning Multispectral Imager(해양관측 카메라)

337

정책자료집 ➍ 과학기술 혁신

■ 통신·방송위성(민간위성)
구 분

무궁화 1/2호

무궁화 3호

무궁화 5호

목 적

통신·방송용

통신·방송용

통신·방송용

제작기간

1992.5~1995.8

1997.4~1999.8

2003.6~2006.6

무 게(연료포함)

652kg(1,464kg)

1,316kg(2,800kg)

1,810kg(4,500kg)

고 도

35,786km

35,786km

35,786km

소요전력

1.6Kw

4.9Kw

8.0Kw

수 명

4.5년/10년

12년

15년

총 비용

2,037억 원

3,505억 원

2,865억 원

위성체제작

록히드마틴(미국)

록히드마틴(미국)

알카텔사(프랑스)

발사체

DeltaⅡ(미국)

Ariane(프랑스)

Boeing Sea Launch사(미국)

발사장소

케이프케너버럴(미국)

남미 기아나

적도 서경 154도바다 위

발사일

1995.8.5/1996.1.14

1999.9.5

2006.8.22

운영현황

1호 임무종료2호 임무종료

임무 수행중

임무 수행중

국산화현 황

국내 2개 업체가부품조립 등 참여 국내 5개 업체가부품조립 등 참여 국내 2개 업체가부품조립 등 참여

구 분

올레 1호

*한별위성

목 적

통신·방송용

위성 방송용

제작기간

-

2001.12~2004.3

무 게(연료포함)

1,129kg(2,850kg)

1,765kg(4,137kg)

고 도

35,786km

35,786km

소요전력

-

6.6Kw

수 명

15년

12년

총 비용

-

2,900억 원*(1,010억 원)

위성체제작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프랑스), 오비탈(미국)

SSLORAL사(미국)

발사체

Ariane(프랑스)

Atlas ⅢA(미국)

발사장소

남미 기아나

케이프커너버럴(미국)

발사일

2010.12.30

2004. 3.13

운영현황

임무 수행중

임무 수행중

국산화현 황

-

SK텔레콤이 일부자금만 지원

* SK 텔레콤이 일본과 공동 참여한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용 위성으로 1,010억 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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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세계의 위성/우주선 개발 개수

■ 분야별 발사된 우주선(Spacecraft)* 개수
(총합 : 6,691대, 2011.2월 기준)

분야

위성대수

분야

astronomy

302

microgravity

위성대수
70

earth science

812

communications

1,904

planetary science

306

engineering

410

solar physics

199

navigation & global positioning

413

space physics

641

resupply/refurbishment/repair

170

human crew

305

surveillance and other military

2,219

life science

93

technology applications

90

※ 우주선(spacecraft): 발사체에 의해서 발사된 각종형태의 인공물로 위성 뿐 아니라 우주정거장 모듈, 유인우주선, 우주탐사선 등을 포함
※ 여러 분야에 중복으로 분류된 위성이 있어 총 발사대수와 표의 위성대수 합이 다름
※ 출처: NASA 홈페이지()

■ 국가별 발사된 우주선 개수
(총합 : 5,870대 / 2010년 기준)

국가년

러시
아

미국

일본

국가년

러시
아

미국

일본

유럽

아시아

영국

이탈
리아

프랑
스

2

1

2

독일

중국

인도

한국

중동/아프리카
태국

1957~60

9

35

1961~65

143

303

1966~70

342

328

1

3

1

5

2

1

1971~75

494

136

6

6

2

10

3

4

1

1976~80

555

110

13

1

1

1

1

3

2

1981~85

592

115

12

3

2

3

9

6

1986~90

533

106

20

7

1

5

5

14

3

1991~95

317

169

16

3

4

11

7

10

8

3

2

1996~00

120

361

16

6

7

5

11

20

6

4

2

2

1

1

1

2

2

1

2

2

5

2

1

7

2001

29

31

3

20

24

9

2003

19

29

8

2004

21

15

2

2005

18

19

5

2006

16

34

8

2007

17

45

7

2008

21

23

4

1

1

2009

30

37

11

1

1

23

37

계

3,319 1,957

이란

이스
라엘

합계

호주

합계
44

2002

2010

사우
디

호주

1

1

1

1
2

2

451

1

2

7

4

11

1

6

3

1

7

4

10

5

1

9

13

3

4

3

7

3

3

685
662
687

2

744

2

1

697

1

3

554

2

3

1

564

1

1

1

68

1

1

72

72
1
3
1
2

61
1

1
6
1

56
1

1

73

1

1

101

1

99

14

5,870

2
1

9

1

1

1

2

20

2

2

150

40

26

60

56

149

51

12

2
7

14

79

1
2

13

101

※ 출처: 항공우주산업통계집 (2011,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원 source : 일본우주개발사업단(NASDA), ‘위성통신연보’ (2010. 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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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 연도별 인공위성 발사 대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total

30

13

22

16

15

18

22

19

25

22

223

9

3

10

3

0

1

2

11

14

2

108

39

16

32

19

15

19

24

30

39

24

331

3

2

4

0

1

3

10

0

2

3

27

2

0

0

1

0

1

0

2

1

1

7

4

5

7

7

9

7

6

7

12

12

72

9

6

9

8

6

4

10

9

2

8

25

9

6

3

5

1

7

3

1

0

8

73

2

1

5

3

1

2

0

1

2

5

40

0

1

1

8

3

4

1

4

1

1

18

29

21

29

32

21

28

30

24

20

38

262

1

2

2

1

1

0

1

2

2

2

14

1

1

0

1

6

0

1

1

0

2

12

0

0

0

1

0

0

1

0

0

1

3

7

5

5

7

7

5

5

9

7

5

59

4

3

3

7

3

3

6

10

7

3

49

4

3

1

2

0

3

6

9

2

4

33

Telecom

12

14

3

9

5

4

3

5

4

7

65

total

29

28

14

28

22

15

23

36

22

24

235

total(민+군)

58

49

43

60

43

43

53

60

42

62

497

Total(상업+정부) B

97

65

75

79

58

62

77

90

81

86

828

Telecom
상업위성

Observation
total
Meteorology
Navigation
Observation

정부개발

Science

민수위성

Technology
Telecom
Exploration
total
Early
warning
Electronic
intelligence
Meteorology
Naviga-

군 개발 위성

tion
Observation
Technology

※ 인공위성 외의 우주선(spacecraft) 및 발사 실패 위성을 제외한 인공위성
※ 출처: Satellites to be Built & Launched by 2019 (Euroconsul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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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위성영상 활용

■ 아리랑위성 2호 기반의 국제 재해분야 지원 관련 보도자료

·아리랑 2호가 촬영한 아이티 지진 현장(2010.1.18)

·동해안 폭설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계획 수립에 위성정보 활용(2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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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2호 활용 일본 지진

2008년 6월 17일 촬영영상(발생 전)

·해일 발생 현장 촬영자료 제공(2011.3.15)

2011년 3월 14일 촬영영상(발생 후)

항우연, 인터내셔널 차터 가입 서명식 개최(2011.7.8)

International Charter 회원 가입국 현황(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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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건설·운영·이용 등을 통해 축적한 연구로

제3절

원자력 기술 수출

관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로 세계 시
장에 진출하기 위한 연구로 수출 사업을 본격적으
로 추진해왔다. 연구로 기술 수출은 2000년대 초
반부터 시작돼 일부 요소 기술을 수출해 왔으며,
2009년부터 연구로 수출을 통한 원자력 수출산업

<연구용 원자로 수출>

화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원자력계의
노력이 어우러져 본격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1. 정책 추진 배경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240여 기의 연구로가

2. 주요 내용 및 성과

운전되고 있으며, 그 중 80%는 20년 이상, 65%는
30년 이상 된 노후 원자로로 점진적인 대체 수요

가.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사업 수주

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0~20 MW급 중형
연구로 대체 수요는 110기 정도이며, 그 중 50여

2009년 정부는 연구용 원자로 수출 성사를 위해

기가 향후 15년 내에 국제 시장 조달에 의해 건설

원자력 계와 함께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기 시작

될 전망이다. 10~20 MW급 연구로 건설비가 1기

했다. 기회는 극적으로 찾아왔다. 네덜란드 PAL-

당 2,000억~4,000억 원임을 고려하면 향후 연구

LAS 연구로 최종입찰서 제출을 앞두고 막바지 피

용 원자로 세계 시장 규모는 10조~20조 원에 이

치를 올리고 있던 2009년 2월 요르단에 연구용 원

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로를 건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요르단 관계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하나로의 독자 설

자를 직접 만나 입찰 안내서를 받았다. 경쟁국들은

<그림 4-3-1> 하나로 시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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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입찰 안내서를 받아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상

INVAP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연구로 공

태였다. 한국이 연구로를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급자는 미국의 GA, 아르헨티나 INVAP, 프랑스의

요르단이 알지 못해 입찰 안내서를 받지 못했을 만

AREVA, 독일의 Siemens, 캐나다의 AECL 등이

큼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원자력계는 기민

있었으나 Siemens는 AREVA에 흡수되고, AECL

하게 움직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주)대우건설

은 MAPLE 원자로의 신뢰성 문제로 해외 시장에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5월에 기술제안서 및 사

나서지 못하고, AREVA는 대형 원전에 집중함에

업비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에 응찰하였다.

따라 시장을 INVAP이 과점하게 된 것이다. IN-

이후 현지 설계 설명회(7월), 교과부 원자력국장을

VAP 등을 제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주)대우건

단장으로 한 민.관 대표단의 요르단 방문(9월), 요

설 컨소시엄이 요르단 연구로를 수주한 것은 이

르단 대표단의 한국 실사(11월), 요르단 주재 한국

같은 세계 시장 판도를 뒤흔들면서 한국이 원자력

대사관의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지원 활동이 이어

시스템의 공급국으로 새롭게 등장했음을 알리기

졌고, 기획재정부 등과도 협력이 계속되었다.

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2009년 12월 4일 (요르단 현지시간 12월 3일)
요르단원자력위원회는 요르단 최초의 본격 원자

<그림 4-3-2> 요르단 연구로(JRTR) 계약 체결 장면

력 시설인 요르단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 건설사업
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주)대
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
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시스템 일괄 수출로, 1959
년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II 도입을 통해
원자력 연구개발을 시작한 이래 꼭 반세기만에 원
자력 공급국으로 부상하는 순간이었다.
당시만 해도 연구로 세계 시장은 아르헨티나의

<표 4-3-1> 1980년대 이후 완공된 주요 연구로 현황
원자로

소유국

건설국(회사)

준공년도

형태 및 출력(MW)

용도

MPR

인도네시아

독일(Siemens)

1987

Pool, 30

다목적

RP-10

페루

아르헨티나(INVAP)

1988

Pool ,10

다목적

JRR-3M

일본

일본

1990

Pool, 20

다목적(중성자빔 중심)
다목적

ES-SALAM

알제리

중국

1992

Heavy water, 15

ETRR2

이집트

아르헨티나(INVAP)

1997

Pool, 22

다목적

FRM-II

독일

독일(Siemens)

2004

Pool, 20

다목적(중성자빔 중심)

MA-R1

모로코

미국(GA)

2007

Pool, 2

교육훈련, NAA

OPAL

호주

아르헨티나(INVAP)

2007

Pool, 20

다목적(중성자빔 중심)

JRTR

요르단

한국(KAERI-대우)

-

Pool, 5

다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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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은 2010년 3월 30

2015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요르단 연구

일 요르단원자력위원회(JAEC)와 건설 계약을 체

로(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결하였고, 8월 1일 공식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

JRTR)는 중성자 과학,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중

다. 같은 해 11월 23일 요르단 람사 현장에서 압둘

성자 방사화 분석, 반도체 생산, 중성자 라디오그

라 요르단 국왕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사상

래피 등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열출력 5 MW 중

처음으로 한반도 밖에 건설하는 원자력 시스템인

형 다목적 연구로이다. 열출력 규모는 중형 연구

요르단 연구로의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다.

로로는 작은 편이나 단위 출력당 성능은 세계 최
고 수준으로 설계하였다. JRTR의 단위출력당 최

<그림 4-3-3> 요르단 연구로 기공식

대 열중성자속은 1.5×1014n/cm2·s로, 한국원자
력연구원이 운영 중인 열출력 30 MW ‘하나로’와
비교할 때 출력은 1/6이나 최대 열중성자속은 1/3
수준으로 매우 우수하다.
연구로 최초 수출을 성사시키고 기술성 높은 연
구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한국원자력연
구원이 하나로를 자력으로 설계, 건설하고 운영하
면서 쌓은 기술 및 경험과 함께, 연구로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지속적인 연구로 R&D 를 지원

<그림 4-3-4> 요르단 연구로 원자로 구조물

하는 등의 정부 정책을 들 수 있다. 특히 연구로 수
출 본격 추진 이후 첫 도전이었던 PALLAS 프로
젝트의 아쉬운 수주 실패를 교훈 삼아 정부가 직
접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한 것이 수주에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 되었다.
교과부 장관은 2009년 9월 IAEA 총회 중에 요르
단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의 원자력 기
술력의 우수성을 강조한 바 있고, 2009년 9월 강영

<그림 4-3-5> 요르단 연구로 단면도

철 원자력국장을 단장으로한 민·관 대표단의 요
르단 방문 등 여러 기회를 통하여 수주 활동에 힘
을 실어 주었다. 특히 요르단 주재 한국대사관 신봉
길 대사도 요르단 원자력 관련 요인들과 수 십 차례
에 걸친 면담 등을 통해 한국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
을 알려 주었고 한국 컨소시엄과 요르단 측의 실무
적인 협상에도 큰 역할을 했다. 또한, PALLAS 사
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KAERI와 (주)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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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도 빠른 의사 결정과 추

국원자력연구원은 제안한 기본설계단계에서부터

진력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

MNA 연구원들의 한국 파견 교육과 시운전 공동
수행을 통한 원활한 인수인계 제안을 높이 평가 받

<그림 4-3-6> 요르단 연구로 조감도

아 2012년 3월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RTP 개선사
업 수주를 기반으로 향후 말레이시아의 신규 연구
로 건설뿐만 아니라 중소형 원자로 및 대형 상업
용 원자로 건설사업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
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로 사업 수주
추진
2009년 10월 남아공원자력공사(NECSA, Nu-

나. 말레이시아 연구로 제어계통 개선 사

clear Corp. of South Africa)는 가동 중인 연구

업 수주

로 SAFARI-1의 대체 연구로 건설시 한국이 건
설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줄 것을 제안해왔다. 이

요르단 연구로 수주에 이어 말레이시아 연구로 제

에 2010년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주)대우건

어계통 개선 사업 수주에도 성공함으로써, 연구

설의 관계자가 NECSA 및 NECSA의 자회사로

로 세계 시장에서 주요 공급자로서 위상을 재확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하였다. 말레이시아 원자력청(MNA: Malaysian

NTP(Nuclear Tech. products)를 방문하여 한국

Nuclear Agency)은 1982년부터 운영 중인 1MW

의 연구로 기술과 하나로 현황을 설명하고 남아공

RTP 연구로(Reactor TRIGA PUSPATI)의 노후

측의 연구로 신규 건설 계획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

화된 아날로그 방식의 계측제어계통을 디지털 형

졌다. 이어 2011년 2월에는 NTP가 발주하는 동위

식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2011년 2월에 국제입찰

원소 생산 전용 연구로(DIPR, Dedicated Isotope

로 발주하였다. 입찰은 RTP 디지털계측제어계통

Production Reactor) 건설 사업 사전입찰자격심

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교육훈련을 포함

사에 참여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 받아 필요

하는 일괄공급(Turn-Key) 방식이며, 입찰에 미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2011년 5월 사전입찰자격

국 General Atomic와 아르헨티나의 INVAP이 참

심사를 통과하였다. 한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러

여하였다.

시아 및 중국 등 5개 국가의 관련사가 입찰자격을

입찰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측은 RTP 개선사업
을 향후 신규 연구로 및 상용 원전 건설에 대비

부여 받아 요르단에 이어 연구로 수주를 놓고 주요
공급국들이 다시 한 번 격돌하게 됐다.

한 중요기반사업으로 인식하였고, MNA 연구원들

한국원자력연구원-(주)대우건설은 2011년 10

의 파견교육과 훈련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한

월 DIPR 개념 설계서 등 NTP가 요구하는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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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였고 2011년 11월에는 남아공 현지에서 개

그것도 사용 경험이 없는 판형핵연료를 사용하는

념설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당초 일정은 2012년

80MW 규모의 대형 연구로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5월 NTP가 사업제안요청서를 확정하고, 이에 따

무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5년간 하

라 2011년 8월까지 가격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나로를 설계·건설·운영하면서 축적한 기술력과

제출하고 2012년 11월경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정

인력, 경험에 상용 원전을 23기나 건설·운전하는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남아공에서 연구로 수출 정

산업 능력과 기술력을 합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

책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게 됨에 따라, 금년 말로

다는 판단 하에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예정된 사업자 선정계획이 지연될 예정이다. 향후

2007년 9월 PALLAS 프로젝트 국제공개경쟁

에도 남아공 연구로 사업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

입찰이 시작되었고, 2008년 6월에 한국(KAERI/

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OPEC/두산중공업)과 프랑스 AREVA/Ballast Nedam(네덜란드) 및 아르헨티나의 INVAP/

라.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수출 추진

Isolux(스페인) 3개사가 최종입찰 대상사로 선정
되었다. 이후, 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아르헨

네덜란드 연구로 건설 사업 수주 노력은 비록 미

티나의 INVAP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

완의 성공으로 끝났지만,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

나, 네덜란드 측이 2010년 1월 사업예산 미확보

수출 시도를 통해 연구로 수출 노력을 본격화하고

및 부지, 기술성 등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입찰 중

이를 기반으로 요르단 연구로 수주를 성사시키는

단을 선언하였다.

데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됐다.

2년 동안 중단 상태이던 PALLAS 건설 사업은

네덜란드 NRG(Netherlands Research and

2012년 1월 네덜란드 내각이 PALLAS 건설사업

Consultancy Group) 연구소는 1962년부터 연

및 Delft 공과대학 연구로 개선사업(Oyster 프로

구용 원자로 HFR(High Flux Reactor, 45 MW)

젝트)을 승인함에 따라 입찰이 공식 재개되었다.

를 운영하고 있다. HFR은 유럽 동위원소 수요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은 2007년 입찰 당시

60%(세계 수요의 20~30%)를 공급하고 있으나,

제시한 설계가 발주자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

시설의 노후화와 새로운 R&D 및 동위원소 수요

였고 2차례의 설계 설명회와 네덜란드의 한국 원

확대에 대비하여 대체 연구용 원자로 건설 프로젝

자력 산업 실사 등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시설 설

트(PALLAS)를 계획하였다. 2007년 4월 VHTR

계 및 건설 능력을 높이 인정한 바 있으므로, 2007

핵연료의 중성자 조사 시험 관련 NRG와 협력협

년 당시 설계(안)에 대한 최적화를 통해 2012년 재

정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80MW급 동위원소생산

입찰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재개된 PALLAS 프

및 재료 시험 연구로인 PALLAS 건설 사업 관련

로젝트는 2009년과 달리 소듐 또는 가스 실험을

정보를 얻은 것을 계기로 국제 공개경쟁 입찰에 참

위한 Test Loop 3개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하게 되었다. 15년 전 30MW 규모의 하나로 건

따라서 2009년에 수행된 설계에 대한 최적화 및

설이 유일한 연구로 자력 설계 건설 경험인 상황

Test Loop Inpile section 등의 추가 설계업무를

에서 일반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힘든 유럽에서,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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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덜란드 Delft 공대가 1963년부터 운영

최적화 및 Value Engineering을 통해 가격 경쟁

중인 2MW 연구로 HOR(Hoger Onderwijs Re-

력을 강화하여 입찰에 우위를 차지하는 전략으로

actor)는 유럽 지역에서 원자로 물리, 중성자 및

추진 중이다. 2009년 당시에는 1995년에 완료된

양자 조사, 방사화학 연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

하나로 건설사업 경험만으로 PALLAS 입찰을 준

고 있는 소형 연구로이다. 중성자 이용연구의 중

비하여 기자재 가격 정보가 부족하였고 해외 수출

요성 인식 및 Delft 공대의 R&D 역량강화를 위하

실적도 없는 상태였으나, 현재는 요르단 연구용 원

여 2007년부터 HOR 연구로 개조사업(OYSTER :

자로 건설사업을 통해 기자재 공급가격 정보 및 수

Optimized Yield for Science, Technology and

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입찰 경

Education, of Radiation)을 추진해오고 있다.

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2년 1월 네덜란드 정부의 Delft 공대 연구로 개

Oyster 프로젝트 역시 세계적으로 가장 최신의

선사업(Oyster 프로젝트) 승인 및 HOR 시설개조

기술로 수행되었던 하나로 냉중성자 연구시설 구

를 통한 중성자빔 이용연구 강화 정책(HFR의 중

축사업의 경험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성자빔 이용연구 축소) 결정에 따라 2012년 말 또

특히, 운영 중인 연구로에 신규 연구시설을 추가하

는 2013년 초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연구

는 등의 발주자 요건이 하나로 냉중성자 사업과 동

로 추가 수출에 도전하는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기

일한 조건이므로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회가 될 전망이다.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 현지 대사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PALLAS 및 Oyster 사업 추진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정부 간 과학기술 협력

3. 향후 과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홍
보한다면, 연구용 원자로 및 관련 기술의 추가 수

연구용 원자로의 지속적 수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출 기회가 열릴 것이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로 건설 프로젝트의

남아공의 경우는 재개될 연구로 건설 프로젝트

성공적 수주와 사업 수행을 위한 노력과 함께, 연

와 원전 건설의 연계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구로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

있다. 남아공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 도입 사업의

로 판단된다.

규모는 약 3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구로 사

우선 요르단 연구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업 규모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유관 기관과 협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이 사업의

하여 원전 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히 추적하는 것

성패가 곧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연구로 기술

이 필요하다.

수준과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

아울러 연구용 원자로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이므로 요르단 사업 성공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

서는 내적 역량의 강화와 대외 역량의 확대가 필

계 2대 연구로 공급국으로 성장하는 데 불가결한

요하다. 내적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하나로

요소이다.

이용 활성화와 노화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필

PALLAS 프로젝트는 2009년 당시 설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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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기술을 상징한다. 하나로를 활용한 여러 연

원자로 관련 기술진은 대부분 한국원자력연구원

구 분야에서 우수한 활용 실적을 내는 것은 이 분

에 집중되어 있으나, 요르단 사업 수행을 통해 산

야 발전뿐만 아니라 연구로 수출에도 필수적이다.

업체에서도 연구로 사업 수행 인력이 양성되고 있

이들 분야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다. 신규 연구로 수주시 개념설계 단계에서 대학

이는 다양한 이용 요건을 수렴할 수 있는 설계 기

교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

술 개발의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로 시설 운

수의 연구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수

영을 위한 장기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전략

와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상세 설계나 구

은 성능개선과 노화 관리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매 과정에서 입수한 관련 업체나 설비 공급업체

이 전략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하나로의 안전성을

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증진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리 기반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적 역량의 확대와 함께 연구로 수출 협력 체제

신형 연구로 건설을 통한 핵심 기술의 개발과 검

강화와 개발도상국 인력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

증도 연구로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화 등 대외 역량의 확대도 필요한 사항이다. 요르

일이다. 2009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수출용 신형

단 연구로 사업 수주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주)대우

연구로 사업은 예비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여 2012

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뿐만 아니라 교과부와 외

년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20MW급 규모의 연

교통상부 수출입은행, KOTRA 등의 지원이 있어

구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출용 신

가능했다. 연구로 수출 사안별로 협력 기관의 종류

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은 총 사업예산 2,900

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각 사안에 맞추어 협

억 원(국비 2,500억 원, 지방비 400억 원)을 투자

력 방안을 설정하고 사업 완수 시까지 역량을 모을

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원자력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수출 협력 체제를 강화해

의·과학 특화단지 내에 20 MW급 연구용원자로

야 할 것이다.

1기와 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등의 활용

개도국 인력 대상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활성화와

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하부구

관련해서는, IAEA나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동 제어장치 기술, 판형 U-Mo 핵연료, Fission

활동 등을 통해 잠재적 연구로 수입국인 개발도상

Mo 생산 기술 등 일부 미확보 연구로 기술을 개

국과의 접촉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필

발·검증함으로써 해외 연구로 사업 신규 추진에

요가 있다. 현재도 개도국 원자력 인력 대상 교육훈

있어 기술적 능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신형 연구로

련 프로그램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기

는 특히 남아공에서 건설을 고려하고 있는 DIPR

술 협력에 있어 국가의 개별 프로그램보다는 국제

과 활용도와 규모가 매우 유사하여 이 사업의 원활

적 프로그램을 더 인정하는 분위기를 고려, IAEA

한 추진이 남아공 입찰 재개 시 경쟁력 강화에 크

등 국제기구 및 협력체에서 실시하는 국제 프로그

게 기여할 것이다.

램에 재정 지원 등 기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력 양성과 정보 관리 강화도 연구로 수출 경
쟁력 강화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연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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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원자로 SMART 개발>

로써 중소형 원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SMART의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개발 및 수출은 고부가가치 기술인 원자력 기술의
수출산업화를 달성함으로써 원자력 기술 선진국

가. 정책 추진 배경

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줄 뿐만 아니라 신성
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

화석연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기후변화협약

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필요 등으로 21세기 들어
보다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보이고

나. 도입 경과

있다. 그러나 경제력이나 국가 전력망 크기 때문에
대용량 원전을 도입할 수 없는 국가들이 있어 이들

SMART 개발은 한국표준형원전(OPR1000) 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소형 규모 원전 시장이 새롭

로 대형 원전 기술 자립에 성공한 한국원자력연구

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에

원이 1997년 소규모 전력망을 가진 개발도상국에

너지 활용의 다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열병

수출하기 위한 ‘수출전략형 원자로’로 개발하기 시

합 발전, 해수담수화 열원 공급, 선박동력원 등에

작했다. 1999년까지 원자로 개념설계를, 2002년

사용할 수 있는 중소형 규모의 원자로 시장 형성에

까지 기본설계를 각각 완료한 데 이어 2006년까지

대한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열출력 65 MW 규모의 실증로 개발이 추진됐으나
경제성 부족, 시장 수요 불투명 등의 이유로 개발

<그림 4-3-7> SMART 원자로 조감도(담수화설비 포함)

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2008년 유가 급등으로 화석연료 발전소 대비
SMART가 월등한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중소형
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SMART 건
설에 관심을 표명해오고 이에 따라 국내 민간 기
업들이 SMART 개발 사업에 투자 참여를 요청해
오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8월 국가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SMART 개발을 재개하기
로 결정함에 따라 SMART 기술을 완성하기 위

이에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소규모 전력생산

한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사

및 해수담수화에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중·소형

업’(이하 SMART 사업)이 입안되었다. SMART

일체형 원자로 SMART를 개발하여 왔다. 대형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4년 동안 1,700억 원

전 시장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기존의 원전 선

을 투자하여 SMART 플랜트의 표준설계를 수행

진국이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아직 경

하고 SMART에 접목된 기술을 검증하여 국내 인

쟁이 치열하지 않은 중소형 원전 시장을 선점함으

허가 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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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기술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다.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사업’

2008년 하반기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 2009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SMART 개발 추진의 또 다른 위기가 되었다.

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등 국내

SMART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의향을 밝혔던 많

원자력 전문기관들이 참여하여 수행하였다. 2010

은 민간 기업들이 금융위기로 인하해 투자를 보

년 12월 30일까지 기술검증과 표준설계를 완료하

류하면서 당초 기획했던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없

여 SMART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였는데, 표준

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SMART 사업 첫해인

설계인가 신청에 앞서 2010년 2월부터 2010년 말

2009년 정부 출연금 사업으로만 사업에 착수하

까지는 사전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2011년에

고, 이후 2009년 추경예산을 통해 당해 연도 민

는 표준설계인가에 대한 본격 심사가 진행돼 사

간기업 투자예정분 300억 원을 선투자 함으로써

전안전성 검토, 표준설계인가 심사 과정에서 약

SMART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확고히

2,500 여건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드디어

했다. 또한, SMART 개발 기간을 당초 2012년 말

2012년 7월 4일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로서는 세계

에서 2011년 말까지 1년을 앞당김으로써 해외시장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였다.

을 조기에 선점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였다.
이에 민간 기업들도 ‘KEPCO 컨소시엄’을 구

<그림 4-3-9> SMART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인허
가 문서

성하여 SMART 사업에 투자 참여를 결정하였으
며, 2010년 6월 SMART 출자협약을 체결하였다.
SMART 사업에 연구개발 분담금을 투자한 KEPCO 컨소시엄은 KEPCO 및 한국전력기술, 한국
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등 KEPCO 그룹사,
POSCO 및 POSCO 건설, POSCO ICT, POSCO엔

<그림 4-3-10> 제55차 IAEA 정기총회 한국전시관 개막식

지니어링 등 POSCO 그룹사, STX중공업, 대우조
선해양, 삼창기업, 일진에너지 등 13개 기업이다.
<그림 4-3-8> SMART 컨소시엄 기업 출자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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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및 성과

여, 이를 이용한 SMART의 종합적인 운전성능 및
안전성 시험을 수행중이다.

가. SMART 기술검증 사업
나. SMART 표준설계 사업
SMART 기술검증 사업의 목표는 SMART 표준설
계 및 인허가에 요구되는 핵심 안전성 및 성능 실

SMART의 표준설계 사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뿐

증을 위한 검증시험을 수행하고, 핵심 설계 전산코

만 아니라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

드의 개발·검증 및 설계방법론 개발 등 SMART

공업 등 국내 원자력 전문기관들이 참여하여 2009

표준설계인가에 요구되는 기반기술을 개발·검증

년부터 2010년 까지 수행되었다. SMART 플랜트

하고 관련 인허가 기반문서를 생산하는 것이다. 기

전반에 걸친 원자로계통 설계, 플랜트 종합설계,

술검증사업에서는 SMART의 핵심 안전성 및 성능

기기 설계, 핵연료 설계 등을 수행하였으며 설계

검증을 위하여 노심, 열수력·안전, 기계·주기기

요건서, 설계도면, 설명서 등을 생산하였다. 또한

및 MMIS 분야에 총 22종의 개별효과 및 종합효과

SMART 플랜트 설계에 대한 안전해석을 수행하여

검증을 위한 시험 장치를 구축하고, 21종의 시험을

SMART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완료하였다. 검증시험을 통하여 생산된 시험 결과

SMART 표준설계인가를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는 SMART의 안전성 실증과 안전해석코드의 모델

안전성검토를 추진하였다. 2010년 2월 SMART

개발 및 해석능력 검증에 활용되었으며, 성능시험

계통설명서, SMART 대표사고 예비안전해석 보

결과는 SMART의 핵심 기기/부품의 성능 검증과

고서, SMART 열수력/안전 현상확인 및 우선 순

표준설계의 기반자료로 활용되었다. 이와 병행하

위표, SMART 검증시험계획서, 설계방법론 및 코

여 핵심 원천 설계기술 확보를 위해 8종의 설계코

드검증기술보고서, SMART 표준설계범위 및 깊

드와 10종의 설계방법론을 개발하여, SMART 표

이(안) 등을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 규제기관이

준설계에 적용하였다. 이들 핵심 코드 및 설계방

SMART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인허가에 소요되

법론과 선정된 시험결과는 10건의 특정기술보고

는 시간을 단축하고, SMART 안전성 확인 및 규제

서로 작성되어 규제기관의 인허가에 활용되었다.

결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다.

2009년에 기술검증계획서과 특정기술보고서

2010년 12월 30일 표준설계기술서, 표준설계안

초안을 생산하였으며, 2010년에는 규제기관의

전성분석보고서와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서 등

사전안전성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주요 검증시험

법정 인허가문서 5종을 규제기관에 제출하여 개

을 완료하고 설계코드 및 방법론을 보완하였다.

발 중인 일체형 원자로중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

2011년에는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위한 인허가 지

가를 신청하였고, 규제기관의 심사에 따라 2011년

원 및 보완시험을 완료하였다. 참조 원자로가 없

에는 4회에 걸친 인허가 질의·응답과 이에 답변

는 SMART의 해외수출 및 국내건설에 대비하여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년 7월 4일 일체

대형 종합열수력검증시험 장치인 SMART-ITL

형 중소형 원자로로서는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

(Integral Test Loop) 장치를 ʼ12년 10월에 구축하

가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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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1> SMART 원자로 특징
일체형 원자로 개념

SMART에 대한 표준설계인가가 심사 중이던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및 지진

다목적 이용

다. 이에 따라 세계 중소형 원전 시장이라는 블루
오션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일의 결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심이 용융되

SMART는 열출력 330 MW로 대형 원전의 10분

고, 수소폭발이 발생하는 심각한 중대사고가 발생

의 1 수준인 중소형 원전으로, 원자로 1기로 전력

하여 국내 가동 중인 원전과 설계중인 원전의 안

생산 뿐 아니라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해수담수

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화가 동시에 가능해 인구 10만 명 규모 도시에 전

따라 SMART도 비상시 냉각수를 외부에서 공급하

기와 물을 공급할 수 있다. SMART는 또한 증기

기 위한 배관의 마련, 지진 발생 시 원자로의 자동

발생기, 가압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모든 기기

정지 기능부여,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책 마련, 내

를 하나의 압력용기에 안에 내장함으로써 원전에

진 성능 개선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계변경이

서 발생 가능한 가장 심각한 사고인 주요 기기를

이루어졌다.

잇는 배관 파단 사고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안전성
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다. SMART 기술의 완성

SMART는 전력망 규모가 작아 대형 원전을 지
을 수 없는 개발도상국, 넓은 국토에 인구가 분산

SMART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SMART 설계

돼 있어서 대형 원전을 지을 경우 송전망 구축에

를 완성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 원자력 발전 도입을

중소형 일체형 원전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게 됐

희망하지만 대형 원전을 짓기에는 경제력이 약한

다. SMART는 원자력 종주국 미국 등이 개발 중인

나라, 해수담수화에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소모하

모델보다 약 5년가량 앞서 있어 한국은 중소형 원

는 물 부족 국가 등을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 중소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됐

형 원전 세계 시장 선점에 도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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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통을 피동안전계통으로 대체하는 연구와 중대사
고 대처설계, 시뮬레이터 개발 등 SMART의 안전

미국, 일본 등과 국제기구들은 중소형 원전 세계

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 결

시장을 2050년까지 최대 500~1,000여기, 약 350

과물은 SMART 건설시 접목되어 SMART의 안전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MART가 이

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대시장에 첫 주자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미국
이 2012년도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SMART
와 유사한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
듈형원자로)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중소형 원전
시장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미 상원
의 에너지 담당 의원이 ‘SMART가 가장 앞선 SMR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는 등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SMART를 미국이 개발하려는 SMR의 가장 강력
한 경쟁상대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SMART는 미
국 등보다 5년 이상 앞선 것으로 평가되지만 원자
력 종주국 미국 등이 중소형 원전을 경쟁적으로 개
발하고 있는 만큼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계기로 시
장 선점을 위한 수출 추진 등 적기 대응이 필요하
다. 중소형 원전 시장을 선점하고 세계 시장을 리
드하기 위하여 SMART의 상용화 및 수출 사업화
에 범정부적인 노력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완성된 SMAR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후속 연구
도 기획되고 있다. SMART에는 전원 공급 없이 자
연현상인 대류에 의해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피동
잔열제거계통이 도입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
으나, 일부 능동안전계통의 완전피동화가 요구되
고 있다. 즉 SMART에 설치된 안전주입계통, 정지
냉각계통, 원자로건물살수계통 등과 같은 능동안
전계통을 피동잔열제거계통과 같이 전력 공급 없
이 자연현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완전피동안전계
통으로 대체하는 요구가 대두된 것이다. 이에 따
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정부는 ‘SMART 건설관련
안전성 향상연구’를 추진하여 기존의 능동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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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SMART 원자로 내부 구조

CRDM
PZR
가압기

RCP

원자로냉각재펌프

UGS
CSB
SG

FMHA

증기발생기

노심

FUEL

- CRDM : Control Rod Drive Mechanism (연료 제어봉 장치)
- PZR : PressuriZeR (가압기)
- RCP : Reactor Coolant Pump (원자로 냉각재 펌프)
- UGS : Upper Guide Structure (상부 안내 구조물)
- CSB : Core Support Barrel (노심 지지 배럴)
- SG : Steam Generator (증기 발생기)
- FMHA : Flow Mixing Header Assembly (유동 혼합 헤더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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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국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및
원자력 다자간 협의체 적극 참여>

이후, 우리나라는 원자력 선진국의 선진기술을 도
입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기반 마련을 위하
여 세계 주요 국가와 원자력협력협정을 지속적으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로 체결하여 왔다.
1956년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에
원자력 유학생을 파견하였으며, 그 이후 2011년까

가. 정책 추진 배경

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영국, 베트남,
원자력협력협정은 체결 당사국간 원자력 분야의

터키, 이집트 등 세계 27개 국가와 원자력협력협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이전되는 원자력 품목의

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의 기초를 다

평화적 이용을 수령국이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고 세계 원자력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체결된다. 개별국가간의 원자력 협력에 있어서 공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급국과 IAEA의 통제권을 명확히 한 위에 국제법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 참여를 강화하여 원

적 의무를 부여하는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자력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원자

야만 공급국이 핵확산 방지를 위해 수령국에 직접

력 기술 수출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한 이후,

공함과 동시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개발을 위

OECD/NEA와 같은 원자력 국제기구 회의에 적

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하

극 참여하고 있으며, GIF 등 세계 원자력계 선진

는 것이다.1)

그룹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RCA, FNCA

1953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미국 아
이젠하워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계기로 원자력의

등 아시아 지역 협력 협의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평화적 이용을 위한 문호가 세계 각국에 개방된

나. 도입 경과
(1) 원자력협력협정 체결(2012년 7월 기준)
번호
1

2

국가명
미국

캐나다

협정명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 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

1) 경제협력편람(외교통상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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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

발효일

1972년 11월 24일

1973년 3월 19일

개정: 1974년

개정: 1974년

5월 15일
1976년 1월 26일

6월 26일
1976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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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4

벨기에

5

프랑스

6

독일

7

영국

8

중국

9

베트남

10

아르헨티나

11

터키

12

러시아

13

체코

14

이집트

15

루마니아

16

브라질

17

칠레

18

우크라이나

19

요르단

20

UAE

21

카자흐스탄

22

남아공

23

인도네시아

24

일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 및 핵물질의 이전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왕국 정부 간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1979년 5월 2일

1979년 5월 2일

1981년 3월 3일

1981년 3월 3일

1981년 4월 4일

1981년 4월 4일

1986년 4월 11일

1986년 4월 11일

1991년 11월 27일

1991년 11월 27일

1994년 10월 31일

1995년 2월 11일

1996년 11월 20일

1997년 1월 6일

1996년 9월 9일

1997년 9월 19일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1998년 10월

관한 협력 협정

26일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1999년 6월 4일

1999년 5월 28일

1999년 10월 8일

2001년 3월 16일

2001년 6월 1일

2001년 8월 14일

2002년 6월 24일

2004년 2월 3일

2004년 9월 6일

2001년 1월 18일

2005년 7월 25일

2002년 11월 12일

2006년 9월 3일

2001년 7월 23일

2007년 6월 11일

2008년 12월 1일

2009년 5월 5일

2009년 6월 22일

2010년 1월 12일

2004년 9월 20일

2010년 8월 23일

2010년 10월 8일

2011년 2월 24일

2006년 12월 4일

2011년 10월 24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2010년 12월

협력을 위한 협정

20일

2012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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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27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
멕시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11년 7월 25일

2011년 10월 12일

2011년 11월 15일

미발효

2012년 6월 17일

미발효

(2) 원자력 다자간 협의체 적극 참여
구분
1

다자협의체명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회원국

한국가입

154개국

1957년

17개국

1974년

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IAEA/RCA: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2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Asia and the Pacific)

3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Forum of Nuclear Cooperation in Asia)

12개국

1990년

4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 : Nuclear Energy Agency)

28개국

1993년

5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12개국+EU

2000년

27개국+EU

2001년

17개국

2003년

6

혁신적인 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기술개발국제공동 프로젝트(IAEA/
INPRO: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7

아시아원자력안전네트워크(IAEA/ANSN:Asian Nuclear Safety Network)

8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9개국

2006년

9

다국간설계평가프로그램(MDEP: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me)

11개국

2006년

30개국

2007년

3개국

2008년

10
11

국제원자력에너지협력프레임워크(IFNEC:International Framework for Nuclear
Energy Cooperation)
한중일 원자력안전 규제자회의(TRM: Northeast Asian Top Regulators Meeting On
Nuclear Safety)

2. 주요 내용 및 성과
가.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개발이 전력생산
을 통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제공하는데 그
치지 않고,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기조 아래 원
자력 기술 수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요르단, UAE,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 인도 및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
7개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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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8년 12월 1일 체결된 「한·요르단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협력협정」과 2009

<그림 4-3-13> 제55차 IAEA 정기총회에서 기조연설 중인
김창경 교과부 차관(수석대표)

년 6월 22일 체결된「한·UAE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을 위한 원자력협력협정」은 2009년 요르단 연
구용 원자로 수출 및 UAE 상업용 원전 4기 수출
의 초석을 제공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UAE 원전 수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가로서 세계 원자력발전 시장에 당당히 참
여해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됐다”라고 하였으
며, 우리나라는 원자력 연구개발 반세기만에 원자
력 시스템 일괄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루고 원자력

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고 순수 공여국으로 활동하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원자

게 되었다.

력 기술 수출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은 2012년에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개발을 위한 선진국

계속되어 말레이시아, 알제리, 태국, 핀란드 등을

간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통

대상으로 원자력협력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하여 원자력을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
적인 에너지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나. 원자력 다자간 협의체 적극 참여

된 OECD/NEA에 우리나라는 1993년 5월 정회원
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부

우리나라는 1957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주요 정책결정에 주도적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창립 회원국으로 가

로 참여하여 국제 원자력 협력을 선도해 나갈 수

입한 이래,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OECD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OECD/NEA가 수행하

NEA), 아·태지역 원자력협력협정(RCA), 아시아

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정보교환프로그램은 총 22

원자력협력포럼(FNCA)등 다자간 협의체 활동에

개로 우리나라는 이중 18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며, 미래원자력시스템(GEN-4), 다자간설계인증

제53차부터 제55차 IAEA 총회 기간 중 4+D
Technology, 원자력교육훈련, 연구용원자로, 중

(MDEP), 의료용 동위원소 공급방안 등에 대한 우
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하였다.

소형원자로 등을 주제로 기술전시회를 개최하여

RCA와 FNCA의 전략적 참가를 위하여 한국 주

우리나라 원자력기술 수출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

도 프로젝트 개발에 주력하여 2011년 우리나라가

극 전개하였다. 1977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IAEA

제안한 “암 치료 증진을 위한 정위신체방사선치료

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술능력

적용 강화 사업(SBRT;Stereotactic Body Radia-

증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한

tion Therapy)”이 2012-2013 RCA 사업으로 선

국의 국제위상을 제고하고 더 많은 개도국이 기

정되어 공식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술협력사업의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기술협력

이밖에도 핵연료의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의 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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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4> 제 123차 OECD/NEA 운영위원회 모습

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위한 다자협의
체인 국제원자력협력프레임워크(IFNEC), 핵연료
주기 국제공동 개발사업(INPRO) 등을 통하여 세
계 원자력계에서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원자력 기
술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
가고 있다.

3. 향후 과제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다. 한·미 원
자력협정은 국가 미래 원자력이용 개발과 우리나
라의 원전 수출시 원자로 및 핵주기 정책의 중요한
통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국내·외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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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중 1위는 ‘암’이다. 통계청

제4절

이 2008년 9월에 발표한 『2007년 사망원인통계연
보··(통계청, 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사

방사선 이용 기반 확충

망자는 24만 4,874명이었고 이 중 암으로 인한 사
망자는 6만 7,56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7.6%가
암으로 사망하였다.

<중입자가속기 개발 추진>

과거 10년 전과 비교할 때 암환자의 사망률이
타 질환의 사망률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7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년에도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였지만 당시
에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체 인구 10만 명

가. 정책 추진 배경

당 112.7명이었고, 10년 후인 2007년 전체 인구
10만 명당 137.5명이 암으로 사망하였다. 불과 10

세계보건기구(WHO)는 2002년 기준으로 매년

년 사이에 10만 명당 24.8명이 증가하였다. 앞으

1,090만 명의 암환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2,460만

로도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암

명의 암환자가 투병 중이며 매년 670만 명이 암으

환자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

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식

상되고 있다.

생활의 변화, 환경오염의 증가 고령화로 인하여 신

특기할 사항은, 암환자 중 남성보다는 여성의

규 암환자 및 사망자 수는 최근 들어 점점 더 증가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가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 우

족부가 발표한 『2007년 건강보험 안 진료환자 분

<표 4-4-1> 사망원인 순위별 사망률 추이(1997~2007)
(단위 : 인구 10만 명당)

1997년
순위

2007년

전체

전체

남성

여성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1

악성신생물(암)

112.7

악성신생물(암)

137.5

악성신생물(암)

173.7

악성신생물(암)

101.1

2

뇌혈관 질환

73.1

뇌혈관 질환

59.6

뇌혈관 질환

56.6

뇌혈관 질환

62.6

3

심장 질환

35.6

심장 질환

43.7

심장 질환

44.3

심장 질환

43.2

4

운수사고

33.3

자살

24.8

자살

31.5

당뇨병

22.8

5

간 질환

26.0

당뇨병

22.9

간질환

23.8

자살

18.1

6

당뇨병

18.8

운수사고

15.5

당뇨병

23.1

고혈압성 질환

14.7
11.9

7

만성하기도 질환

13.5

만성하기도 질환

15.3

운수사고

22.8

만성하기도 질환

8

자살

13.1

간 질환

14.9

만성하기도 질환

18.7

폐렴

9.1

9

고혈압성 질환

9.6

고혈압성 질환

11.0

폐렴

9.5

운수사고

8.1

10

호흡기 결핵

7.1

폐렴

9.3

추락사고

7.8

간질환

5.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건강보험 암 진료환자 분석 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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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보고서··(2008)에 의하면 지난 2007년 건

는 가운데, 3차원 입체조형치료 및 뇌정위적 방사

강보험대상자(4,782만 명) 중에서 암으로 진료

선수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나이프, 토모테

를 받은 사람은 총 493,584명이고, 그 가운데 남

라피, 양성자 치료기 등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

성이 245,486명으로 여성 248,098명 보다 더 적

현재, 대한민국은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전

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남성 200,142명, 여

국에 61개의 방사선 암 치료 시설을 보유하고 있

성 186,243명)과 2006년(남성 216,888명, 여성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인구 백만 명

208,393명)에는 암 환자 중 남성의 비율이 더 높

당 방사선 치료기 비율(2.1)이 OECD 회원국 평균

았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여성

(3.9~6.6)의 50 미만으로 방사선 치료시설의 양

갑상선 암 진료환자가 2005년 25,709명, 2006년

적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32,599명에서 2007년 45,027명으로 크게 증가하

암을 치료하는 방식은 크게 약물을 이용하여 암

였기 때문이다.

세포를 파괴하는 전신적인 방법인 항암 화학요법,

최근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암 환자수가 증

진단과 치료, 예방 및 완화 등 목적에 따라 행해지

가하고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양질의 방사선 치료

는 수술치료, 그리고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조사하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계

여 유해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인 방사선치료

에서도 암환자 치료에 대한 첨단치료방식이 급속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암 치료방법은 진단된 암

하게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단층 촬영

의 종류, 진행정도,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결정

방사선 치료 계획 장치의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

되는 각각 치료 방법은 특성과 장단점을 갖는다.

<표 4-4-2> 암 발생 및 치료 현황

암종

빈도

수술
건수

방사선요법
비중(%)

건수

비중(%)

간암

13,082

1474

11.27

465

3.55

뇌기저암

1,158

720

62.18

350

30.22

두경부암

3,167

1676

52.92

748

23.62

식도암

1,845

566

30.68

409

22.17

안암

10

6

60.00

-

0.00

암골종양/골육종

343

204

59.48

35

10.20

자궁경부암

4,364

2352

53.90

1,045

23.95

전립선암

1,993

860

43.15

130

6.52

직장암

5,660

4270

75.44

777

13.73

췌장암

2,857

548

19.18

195

6.83

폐암

13,830

2237

16.17

2,059

14.89

합계

116,344

60399

51.91

32,368

27.82

자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타당성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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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진국에서는 전체 암환자의 30~50% 가

도입 경과 주요 내용

량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분자생물학의 발전 및 항암제와의

●

제안, 사전기획조사

병행요업 발전에 따라 암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사선 치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

토 지적

륨, 탄소, 질소, 우라늄 등)을 전자기의 힘으로 가
●

2007.03 : 기장군 범군민 유치위원회 구성, 유치
기본구상안 중앙정부 제출

에 의한 새로운 융합기술 개발 분야이다. 의학계
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에 암 환자 치료에 있어 사

2004.10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동
남권 원자력의학원내 중입자가속기 조기설치 검

중입자가속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중이온(헬

속하는 장치로서 핵물리·전자·생명과학의 접목

2003.02 : 정권인수위에서 중입자가속기 사업

●

2007.08 : 유치예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추
진 (기장군 보상비 2008년 32억 원 확보)

용이 증가하고 있는 입자(양성자 및 중입자) 치료
방식은 기존의 방사선 암 치료에 비하여 물리생물

●

2008.12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KDI)

학적으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

2009.11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사업추진 타당,
B/C Ratio 1.02)

다. 이에 따라 중입자를 이용한 치료는 일부 암종
의 경우 질환의 특성에 맞는 맞춤치료가 가능하여

●

30억 원 확정(국회)

향후 기존 방사선 치료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2009.12 : 2010년 중입자가속기개발사업 예산

●

2010.04 : 의료용중입가속기사업단 구성 및 의
학원-지자체(부산시·기장군)협약체결

나. 도입 경과

●

2010.08 : 교육과학기술부-의학원 협약체결 및
중입자가속기 개념설계 착수

중입자가속기개발사업은 2003년 2월 정권인수위

●

2010.12 : 2011년 정부예산 100억 원 확정(국회)

에서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제안된 것을 시작으로,

●

2010.12 : 부지조성공사 토목설계 용역 완료

2009년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추진 타당

●

2011.03 : 기술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제1차 위
원회 회의 개최

성이 인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시발점을 마련하
게 되었다. 이후 2010년 4월 ‘의료용중입자가속기

●

2011.04 : 중입자가속기 치료시스템 국제입찰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단’이 출범되고, 원자력의학원-지자체(부산
시·기장군) 및 원자력의학원-교육과학기술부 협

●

2011.09 : 중입자가속기 개념설계(CDR) 완료

약 체결되었으며, 현재까지 중입자가속기 개념설

●

2012.02 : 개념설계 검증을 위한 국제기술자문
위원회 개최

계(CDR: Conceptual Design Report), 중입자가
속기 공학설계(TDR: Technical Design Report)

●

2012.05 : 부지조성공사 완료

등이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원활히 진
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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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및 성과

나. 기대성과

가. 중입자가속기 추진전략

(1) 기술적 측면
중입자가속기 연구기반 시설 구축은 의료용이지

중입자가속기개발사업은 국내 가속기 제작기술과

만 기초·응용 과학 분야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

해외 치료기술을 접목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며, 그 개발 자체에서 많은 분야의 기술축적이 가

위한 국내 컨소시엄 주도의 국제 공동연구 개발을

능하므로 미래 원천기술 개발 및 첨단 방사선의학

추진하고 있다. 가속기 분야는 포항방사광가속기,

기술 확보에 많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

양성자가속기, 30Mev 사이클로트론과 같은 가속

이다. 또한 중입자가속기 보유를 통해 다가(多價)

기 제작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개발을 원칙으로 하

이온원과 중입자 분리용 전자석 연구 개발 등의 분

되, 국내 기술이 없는 치료기 분야는 안정성·활용

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차세대 대전

도·국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

류 가속기를 이용한 이차빔 이용기술을 확보하는

외기술을 도입하고자 한다.

등 과학기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국내기업의 참여를 유도

가 마련될 것이다.

하여 기술습득을 지원하고 위탁과제, 공동연구,

가속기 기술개발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국가 간

연계연구 등의 성과를 시제품 형식으로 개발하여

거대 연구 프로젝트 동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기술과 시스템을 검증하며, 성공 가능성이 있는 품

는 국내 관련 기반 연구수행이 필수적이다. 중입자

목에 대하여 국내 기업과 제휴하여 중입자치료시

가속기는 이러한 기반연구 수행의 중요 실험장비

스템을 실용화 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유수 대학

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생명과학, 나노산업,

의 물리학, 원자력, 컴퓨터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바이오산업 및 우주방사선 연구 등 미래 지향적 연

에서 인재를 유치하여 중입자치료시스템 기술습

구테마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득 및 경험을 쌓게 하여 향후 중입자치료기술 자

동시에 최첨단 기술인 중입자치료 시스템을 개

립과 제2의 중입자치료센터 구축 기반을 동시에

발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의 참여와 기술이전이

마련할 계획이다.

이루어져, 향후 중입자치료 시스템의 제품화를 포

이 외에도 중입자가속기개발 사업에 대한 심층

함한 중입자치료 분야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적인 심의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정책 책임자 등

아울러 독일·일본·미국 등 중입자치료 선진

으로 구성된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운영 위

국과 기술협력과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관련 전문가 및 정책

중입자치료 분야를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단

책임자 등의 심층적인 심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

시간에 끌어올릴 것이고, 중입자치료 시스템을 개

중이다.

발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
여 고유의 중입자치료 시스템 확보 및 기술 보유국
확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64

6편 제4장 전략기술 기반 강화

(2) 경제적·산업적 측면

중입자에 관한 치료효과는, 비교적 오랜 치료역

중입자가속기 개발기술은 기술의 원천성과 첨단

사를 갖고 있는 양성자에 비해 임상통계자료가 부

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독창적이며 심도 높은 근간

족한 상태이지만, 중입자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일

기술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기초 및 응용 분야에서

본의 NIRS, 독일의 GSI가 발표한 최근의 연구들

의 활용뿐만 아니라 나노산업과 바이오산업 등 고

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의료

일본의 HIMAC 연구소는 2004년 “NIRS의 중

복지 지향성을 겸비하는 등 향후 국가 핵심 연구기

입자치료의 임상경험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반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통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중입자 치료를 시

또한 중입자치료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확보

행한 1,601명의 환자들에 대한 치료효율과 치료

될 국내 자체 공급력을 바탕으로, 중입자치료의

적용된 종양의 종류를 보고하였다. 즉, 다양한 악

큰 시장인 중국과 인도 및 중동 지역 국가 등에 자

성종양들에 대하여, 중입자 빔이 물리적, 생물학

체 브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 복지

적 장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국소로 진행된 비 편

차원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익 또

평 세포암 치료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것

한 창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다. 또한, 중입자 치료는 양성자 치료에 비해, 방

아울러 개발 과정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사선 분포의 조형적 고정밀성, 선량 분포도의 급

IT, BT, RT 산업에 기술을 이전, 제작하게 하여

속성 확보, 선형 에너지 전달의 상대적 우위, 낮은

국내 관련 산업에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

산소 증강비로 인한 저산소암세포의 방사선 내성

에 관련 업체의 설립과 수익 창출이 있을 것으로

약화 및 극복, 준 치사 손상 및 잠재치사손상의 상

예상된다.

대적 회복 감소로 인한 암세포 치사 효과 증대, 세

(3) 의학적 측면
중입자 치료에 적응증이 있는 종양종류

중입자를 이용한 암 치료의 특징

•국소로 진행된 두경부 종양으로서 비-편성 세포암
(non-squamous cell): 선암(adenocarcinoma), 샘낭

•정상조직 보호 효과

암종(adenoid cystic carcinoma), 악성흑색종(malig-

•암세포에 핵산 손상효과 증대

nant melanoma)

•저 산소분압 암세포에 대한 세포치사 효과 증대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준 치사 손상 및 잠재치사손상의 회복 감소로 인한 암

•국소로 진행된 뼈 및 연부조직 육종으로 수술로 절제

세포치사 효과 증대

가 불가능한 종양

•전체 방사선 암치료기간 단축

•국소로 진행된 간암

•방사선에 민감한 정상조직의 방사선조사범위 불 포

•국소 진행된 전립선암으로 고위험군

함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가능성 감소에 착안한 동시
병용 항암 화학제 투여량의 증대 가능
•방사선 조사에 의한 2차 암 발생 확률 감소

•두 개 기저부(skull base)나 경추부위(cervical spine)
의 삭종(chordoma)과 연골육종(chondrosarcoma)
•직장암 수술 후 골반강내 재발
자료 : 『Overview of clinical experiences on carbon ion radiotherapy at N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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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기 의존성 방사선 감수성 변화 감소로 인한 암

아울러 현재 다수의 가속기 관련 연구개발사업

세포 치사 효과 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과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

려지고 있다.

며, 개별 기관의 특정사업이 아닌 국가 전체 차원

중입자가속기를 이용한 암 치료 건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PTCOG(Particle Therapy
Co-Operative Group)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3월까지 입자가속기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은 총
환자 수는 총 63,130명이며, 이들 중 탄소 빔을 이
용한 중입자가속기 치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치료
를 받은 환자 수는 모두 4,450명이다. 1994년 일
본 HIMAC 연구소에서 중입자 치료를 시작한 이
래 2007년 8월 1일까지 3,795명이 치료를 받았으
며, 1997년부터 중입자 치료를 시작한 독일의 GSI
에서는 2007년 10월까지 384명이 치료를 받았다.
또한 2002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일본의 HIBMC
에서는 2007년까지 271명이 치료를 받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양성자 치료기만 있고 중입자 치료기
는 없는 상태이나,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하
여 향후 중입자 치료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향후 과제
의료용중입자가속기는 크게 가속시스템과 치료시
스템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국내 연구개발 실적 등
을 감안할 때 가속시스템은 순수 국내 기술로 설
계·제작이 가능하나, 치료시스템 부분은 국내 기
술 및 경험이 부족하여 해외기관에 의존할 가능성
이 높아 치료시스템의 원천기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 R&D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사업 종류 이후 원천기술을 어
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세부 전략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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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참고자료

● 

- 중입자가속기 개요
- 외국의 의료용중입자가속기 운영 사례

참고 1 | 중입자가속기 개요

■가
 속기는 荷電粒子(전자, 양성자, 중이온 등)를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가속한 뒤, 이를 표적입자에 충
돌시킨 후 일어나는 원자핵이나 소립자의 구조 및 상호작용 등을 연구하는 장치
고에너지 물리, 바이오, 반도체, 농학, 의학 및 방사선 치료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대과

● 

학기술 발전의 필수 요소(전 세계적으로 가속기 연구 분야에서 26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 중입자가속기의 치료 원리

※ 헬륨, 탄소 등 무거운 원소(현재까지는 탄소가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임)의 원자
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뒤 그 에너지 빔(선)을 암세포에 조사(照査)

■ 주요 특·장점
암세포 살상 능력이 기존 X선이나 양성자 빔의 평균 3배

● 

정상세포가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아 치료 후 부작용이 거의 없음

● 

몸속 25㎝의 깊은 곳에 있는 암에 방사선 폭탄이 터지도록 하는 특성

● 

- 치료기간 1~2주(치료횟수 : 3~4회)
※ 기존 X선은 강하게 쪼여 줘도 암세포에 도달하면 그 힘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으며, 강하게 쪼여 줘야 하기 때문에 정상 세포 손상 (기간: 2~3개월, 횟수: 30~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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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외국의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운영 사례

■ 해외 중입자치료기 운영 현황
일 본 : 3대

● 

- 2 대의(HIMAC·HIBMC)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94년 치료를 시작한 이후 4천명 이상의 암환자 치
료중
- 초소형 중입자 치료시설을 개발하여, 현재 군마대학교에서 운영 중
·’94년부터 중입자가속기를 암 치료 등 방사선의학 연구에 접목하여 중입자치료연구의 선두주자로 세계 암 치료 연구
를 선도

독 일 : 2대

● 

- 독일방사선연구소(GSI)에서 인근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중입자가속기 운영 중
- ’09년 2월 Heidelberg Univ.(의대, 1,600병상)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를 설치해 약 100여명(’09. 2월˜4월)치료

기타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중입자치료기 건설 중

● 

중입자가속기의 치료 원리
•운영(총6개) : 일본 3, 독일 2, 중국 1
•추진(총10개) : 한국 1, 일본 2, 독일 2, 중국 1, 프랑스 1, 오스트리아 1, 이탈리아 1, 미국 1

※ 헬륨, 탄소 등 무거운 원소(현재까지는 탄소가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임)의 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뒤 그 에너지 빔(선)을 암세포에 조
사(照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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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수요 전망
이탈리아 CNAO, 오스트리아 Med-Austron, 프랑스 Archade project 등 타 유럽국가에서 각 국가

● 

적 사업으로 중입자가속기 및 치료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향후 10년 내 기존 5-6기외에 독일, 스
웨덴,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추가로 4-5기를 건설하여 서유럽에 도합 약 10여기로 예상됨.
일본의 경우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NIRS), 군마대학병원(GHMC), 효고현립병원(HIBMC) 등 3기

● 

를 운영 중이며, 현재 사가현립병원, 가나가와현립병원 등 2곳에서 건설 중이며, 향후 타 현에서 중
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가로 5~6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경우 2011년 메이요 병원(Mayo clinic)에서 양성자치료센터 건설 후, 중입자가속기를 이용한

● 

치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고, 스탠포드대학병원과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SF) 합동으로 중입자 치
료센터 구축을 위한 재단 설립 중에 있음.
중국은 ‘07년부터 란조우에 연구용 중입자가속기 시설(IMP)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상하이대학

● 

병원에서 독일 Siemens AG사로부터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를 설치 중에 있음. 상하이대학병원과
IMP연구소의 기술협력으로 향후 10년 동안 약 10기 이상의 중입자가속기를 이용한 치료센터를 구
축할 것으로 예상됨.
그밖에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 중동 및 동남아 국가에서 현재 국가 지

● 

원으로 국가 당 1-2기 정도의 중입자치료센터를 고려중에 있음.

■ 경쟁국의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 동향
독일 Siemens AG사의 상품화 포기에 발맞춰, 일본은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NIRS)의 기술지원으

● 

로, Mitsubishi사는 의료전용 중입자가속기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Hitachi사는 차세대 중입자가속
기 개발을, 최근 Toshiba사는 독일과 같은 스캐닝 조사방식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업화 단계
로 성장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구 개발 및 상용화 국가로 부상함.
벨기에 IBA사는 러시아 통합핵물리연구소(JINR)와의 기술협력으로 초전도사이클로트론 방식의 의

● 

료용 중입자가속기를 개발 중에 있으며, 프랑스 Archade 프로젝트 건설을 기반으로, 양성자치료기
에 이어 전 세계 의료용 중입자치료센터 상용화 석권을 계획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금번 의료용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을 계기로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향후 세

● 

계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방사선 의학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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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진흥계획 수립 및 방사선
기술개발 추진>

오고 있다. 2011년 11월에는 「제4차 원자력진흥종
합계획(2012~2016)」의 방사선분야 세부계획으로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을 공표하여 향후 5년간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2012~2016)의 보다 효율적인 방사선 이용기술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가. 정책 추진 배경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방사선이용기술개발
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방사선기술은 의료, 농업, 공업, 환경, 생명산업

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

분야에 융복합기술로 활용되어 고부가가치의 혁

업의 ‘RI생산 및 방사선이용’, ‘방사선 의학’ 그리고

신기술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기술이다. 방사선

‘방사선 방호 및 영향평가’의 3개 분야로 구분, 추

기술 산업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부가가치

진되었다. 이후 방사선 이용분야의 체계적인 발전

산업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방사

을 위해 2006년부터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원자력

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0년

연구개발사업의 ‘방사선융합기술’ 및 ‘방사선의학

10억 달러에서 2020년 60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

기술’ 분야를 신설하여 계속 추진하고, 2007년에

되고 있으며, 세계 방사선기기 시장은 2008년도

는 ‘첨단비파괴기술’, ‘핵활동 탐지 및 방재기술 분

500억 달러 규모에서 연간 약 17%씩 성장하고 있

야’를 신설하여 사업명을 방사선기술개발사업으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사선기술은 선진국에 비

로 확대 추진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하여 기술개발이 저조하고 연구 인프라와 전문인

(2007~2011)의 3차년도인 2009년에는 ‘방사선안

력 확보가 부족하다. 방사선 산업구조 또한 핵심

전기술’ 분야를 신설하고, 4차년도인 2010년에는

설비기술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규모도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분야를 신설하여 2011년 기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해외 기

준 방사선융합 및 의학기술개발 등 총 6개 분야를

술의존 탈피와 향후 국제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지속 추진하였다.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집중적인 기술개발 지원

에 따라 방사선안전기술, 핵활동 탐지 및 방호·방

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방사선

재기술의 2개 분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업

기술을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

(방사선안전기술개발사업)으로 이관하여 별도 추

하여 연구개발 지원과 예산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

진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방사선 발생 시험

울이고 있다.

시설, 성능 평가시설 및 관련 장비구축 등을 통해
국가 방사선이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사선

나. 도입 경과
정부는 2002년 12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을 제정하여 방사선 관련 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방사선기술 역량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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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및 성과

증액하여 투자하였다. 원자수준 분석을 위해 하
나로에 냉중성자 조사시설을 구축(2010)하고 의

가.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2012~2016)

학·생명공학 연구를 위해 양성자 가속기를 건설

수립

(2006~2012)하는 등 방사선 연구기반을 구축하
였다.

정부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

국내외 환경변화와 이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3조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방사선 이용기술을

같다. 방사선은 국내 산업, 의료, 연구, 보안 등 다

진흥시키기 위해 향후 5년간(2012~2016)의 「제1차

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방사

방사선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2011년 11월

선 이용기관은 연평균 1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확정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

있다. 반면, 중증질환 핵의학진단의 80%를 차지

의 방사선분야와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방사선 등

하고 있는 테크니슘-99(Tc-99m)의 공급을 대부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부문별 과제 등이 주요

분(99.9%)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방사선임상연

내용이며,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

구를 위한 시설도 부족하다. 이는 방사선 및 방사

다. 이는 기획연구(2009.6~2010.4)를 통해 도출

성동위원소 수요 증가에 상응한 방사성동위원소

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개최(2010.7), 부처협

국내 자급률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우

의(2011.11) 후 원자력이용개발 전문위원회에서 심

리나라 방사선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여전히 격차

의·의결(2011.11.11)하여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가 크다. 국내 방사선기술 수준은 기술 최상위국인

그 동안의 주요성과를 평가하고 국내·외 진흥환

미국과 대비하여 73.4%이며, 차하위국인 중국과

경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

는 3.6%차로 중국의 빠른 추격이 예상된다. 방사

으로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선기술 논문수준지수는 미국의 33%, 특허수준지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수는 미국의 6% 수준으로 원천기술 수준이 미흡하

다음과 같다.

다. 이는 분야별 기술 수준 분석 결과와 주변 연관

우선 그 동안의 주요 성과로는 방사선 진흥제도
확립, 방사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사선 연구기

기술 수준을 검토하여 주력 연구분야 도출 및 원천
기술 확보의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 구축을 꼽을 수 있다. 2002년 「방사선 및 방사

세계 방사성동위원소 수급이 불안하고 방사선

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을 제정하여 방사선연구

기기 기술은 과점 상태이며, 미국 등 세계 방사

개발 및 방사선 등의 진흥 증진 근간을 마련하였

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시장규모는 지속

다. 방사선 연구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시장은 2010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를 설립(2006)하고 원자력

년 10억 달러에서 2010년 60억 달러로 지속적

의학원을 독립기관화(2007) 하였으며, 동남권원

인 성장이 예상된다. 암진단에 사용되는 몰리브

자력의학원을 개원(2010)하였다. 또한 방사선연

덴-99(Mo-99)의 수요는 매년 3~10% 정도 증가

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2002년

가 예측되고 있으나 생산 원자로의 노후화 등으로

327억 원에서 2010년 552억 원으로 연평균 6.9%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방사선기기 시장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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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00억 달러 규모로 연간 약 17% 성장 추세에 있

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시장성 있는 방사성동위원

으나, 선진국의 주요 3사(Siemens, GE, Philips)

소 생산체계 확립과 방사선기기 국산화가 시급함

가 특허장벽을 이용해 해당시장을 90%이상 공급

을 시사한다.

하여 과점함으로써 후발국의 진입이 곤란하다. 이

이상의 주요 분석 등을 통해 동 진흥계획에서는

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정적 수급 및 방사선기술

‘방사선을 이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풍요로운 사

<그림 4-4-1> 제1차 방사선진흥계획(2012~2016) 비전 및 목표

비전
방사선을 이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풍요로운 사회실현

목표
방사선 과학기술 강국 진입 토대 마련

선진국 수준의

생활 속의 방사선기술로국민

방사선기술 연구기반 확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방사선 수출국 진입토대 마련

추진 전략 및 과제
방사선 과학기술 강국 진입 토대 마련

1. 정책기능 강화 및 제도 개선

2. 연구 인프라 강화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

•방사선이용 진흥 정책역량 강화

•권역별 특화된 방사선 인프라 구축

•전략적 사업관리로 연구성과 극대화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정적 수급 관리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기술융합형 방사선 전문인력 양성

•방사선 국제협력 강화 및 국민 이해도 제고
3. 난치질환 정복을위한 방사선의학기술 확보

4. 신산업 창출 토대 마련을 위한 방사선융합기술 강화

•방사선의학 원천기술 확보

•방사선융합기술의 전략적 개발 추진

•방사선의학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사선기기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국 기술장벽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기술 개발

극복
•방사선융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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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실현’을 향후 5년간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선

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 치료기술의 임상적용을

진국 수준의 방사선기술 연구기반 확보, 생활 속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의 방사선기술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방사

넷째, 신산업 창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사

선 수출국 진입을 통해 방사선 과학기술 강국 진

선융합기술 강화를 위해 의료 및 산업용으로 다양

입 토대 마련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

하게 이용되는 기능성 신소재 등의 방사선융합 핵

한 4대 추진전략으로 방사선이용 진흥 정책기능

심요소기술 도출·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IT, 로

강화 및 제도개선, 연구 인프라 강화 및 핵심 연구

봇, 반도체 등과의 기술융합을 통해 미래수요를 선

인력 양성, 난치질환 정복을 위한 방사선의학기술

점하는 기술융합형 방사선기기 개발로 선진국과

확보, 신산업 창출 토대 마련을 위한 방사선융합

의 기술 장벽을 극복한다.

기술 강화를 제시하였다. 추진전략별 중점과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방사선진흥계획의 5년간(2012~2016)
추진을 통해 방사선기술·산업 수출국 진입을 위

첫째, 정책기능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국내

한 토대를 마련하고, 난치성 질환 정복 등 방사선

외 정보수집·분석을 담당할 ‘방사선기술 정책연

의학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급

하며, 방사선기술 정책연구센터 구축, 방사선기기

하는 등 방사선 진흥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연구기반 구축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방사선 연

방사성동위원소 맞춤형 임상·심사·관리 매뉴얼

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축·보급,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지원 체
계 구축을 통해 방사선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나. 방사선기술개발 추진

둘째, 연구 인프라 강화 및 핵심 연구인력 양
성을 위해 권역별 방사선기술개발 수요와 핵심연

교육과학기술부는 방사선기술개발을 위한 주요

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기술

사업으로 방사선기술개발사업과 방사선연구기반

특화를 추진하고 방사성동위원소의 원활한 공급

확충사업을 추진한다.

을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자와 생산·공급자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경

의 생산·유통정보를 관리·조정하는 방사성동위

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반마련 및 국민건강 증진

원소 수급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와 더불

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방사선융합기술개

어 기술융합형 방사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커리

발, 방사선의학기술개발,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큘럼 및 교재 개발을 지원하고 타 전공학위자의 방

첨단비파괴검사기술개발의 4개 분야로 구성하여

사선 분야 석·박사과정 취득을 유도한다.

추진하고 있다.

셋째, 난치질환 정복 관련 방사선의학기술 확보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 정부가 원자력진흥법에

를 위해 항암제의 화학적 독성, 방사선치료 시 정

근거하여 수립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교육

상조직 손상 등 기존 방사선 치료의 문제점을 해결

과학기술부가 매년 초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심의

할 수 있는 한계 돌파형 방사선 치료기술 도출·개

위원회ʼ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발을 추진하면서, 방사선치료 효율 향상을 위해 의

에 따라 추진된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세부 사업

373

정책자료집 ➍ 과학기술 혁신

별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별 또는 과제별 사전기획

단·치료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과, 국내외 원자력 및 방사선기술 동향, 당해 연

방사선기기 산업은 보안, 검색, 국방, 우주산업

도 원자력정책방향 등을 종합하여 수립하게 된다.

에 이르기까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기술 선진국은 1980년대부

후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을 공고하면, 한국연

터 이를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구재단이 과제신청서를 접수하고, 기술 분야별 또

석권하고 신성장 시장을 창출하였다. 이에 비하여

는 단위사업별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

우리나라는 전자, 정보, 반도체 등의 우수한 기술

여 과제평가를 수행한다. 추진위원회를 통해 과제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발생장치 및 계측기

선정 및 연구비 배분계획을 확정한 후 협약 체결을

기 관련 병목핵심기술 개발이 저조하다. 방사선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기기 핵심기술 분야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방사선융합기술개발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

방사선발생장치와 계측기기의 핵심기술개발을 통

소(RI) 이용기술과 NT·BT 등 첨단 신기술과의

해 국가기술개발력 강화와 신산업창출에 기여함

융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연구 분야이다. 방사선융합기술개발 분야에

비파괴검사 기술은 방사선, 초음파, 레이저 및

서는 산업소재, 육종, 식품·보건, 환경응용기술,

전자기를 이용하여 검사 대상물에 손상을 가하지

RI 생산 및 활용 등의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않고도 결함 유무와 물성, 구성 성분 등을 확인·

방사선의학기술개발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

평가하고, 대상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증진하며,

소(RI)를 의학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로서, 이 분야

그 특성을 분석하는 첨단기술이다. 첨단비파괴검

에서는 BT 기술과 더불어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

사기술 분야는 방사선이용 비파괴검사는 물론 기

화를 목표로 한 기술 선점이 가장 중요한 기술개

존 비파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고감도·고기능

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난치성질환의 증가

비파괴검사 핵심기술개발을 목표로 한다.

에 따라 조기진단 및 치료에 활용 가능한 방사선의

2011년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주

학의 중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

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방사선융합기술 분

선의학기술개발 분야는 새로운 의학용 방사선원

야에서는 난분해성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

및 의약품의 개발과 이용을 통해 난치성질환의 진

분해성 고분자 소재개발을 위하여 방사선 가교 기

<표 4-4-3>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분야별 추진목적
분야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추진목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술과 BT·NT·의료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사선융합 핵심기술 개발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방사선 및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난치성질환의 진단·치료기술 개발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방사선의료 및 검색장비 등 방사선기기 핵심기술개발

첨단비파괴검사기술

안전한 사회 구현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파괴검사 원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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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이용한 생분해성 고분자의 물성개선 기술이

무균 환자식을 개발하여 현장적용 시험을 실시하

개발되었다. 개발된 기술은 기존의 방법들과 달리

였다. 환경처리 분야에서는 방사선기술을 응용하

에너지 소모가 적고 친환경적이며, 열적, 기계적

여 하폐수 중의 대장균, 항생물질 및 내분비계 장

물성 등 생분해성 고분자의 가공성을 극대화할 수

해 물질을 동시에 제거하고 독성을 저감시킬 수 있

있어 향후 산업적 활용이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는 하폐수의 고도처리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환경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하여 생체적합성 및 물리

부의 환경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여 실용화 기반을

적 강도가 우수한 돼지유래 이종 인대/건 이식재

조성하였다. 또한 방사선을 이용한 식물성 바이오

를 개발하여 기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생체조직

매스 전처리 및 당화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효율적

의 수입대체 국산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방사

인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공정 개선에 기여

선을 이용하여 점막 점착성이 우수한 이중구조의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방사선융합기술 개

구강점막 제형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제형은 점막

발 성과의 산업화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산·연 협

부착층과 약물보호 지지층으로 구성된 이중구조

력 및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의 구강점막 약물전달체로서, 구강의 궤양 염증치

생산 및 이용 분야에서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료에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방사선 살균 기

인 테크니슘-99(Tc-99m) 발생기를 개발하고 식

술을 적용하여 한국형 우주식품 9종을 신규로 인

약청 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방사

증 받았으며, 아울러 장기저장이 가능한 비상식 및

성동위원소 공급을 대비하여 국가 의료용 방사성

<그림 4-4-2> 전자빔 가교에 의한 생분
해성 고분자의 물성향상

<그림 4-4-3> 궤양치료 하이드로겔의
치료개선 효과

<그림 4-4-4> 지전자빔이용 하폐수 고
도처리 기술의 환경부 신기술 인증획득

<그림 4-4-5> 방사선 가교처리된 돼지
인대/건의 조직

<그림 4-4-6> 방사성동위원소 Tc-99m
발생기

<그림 4-4-7> 질환인자 고감도 검출
바이오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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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 비상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 그리고 암세포 생체막 연구를 통해 방사선유도

이와 더불어,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질환인

암세포 사멸, 노화에 대한 PTEN 단백질 활성 영

자(kinase)를 고감도로 검출하는 바이오칩 및 고

향을 규명하였다. 세포막 단백질의 일종인 PTEN

속탐색기술을 개발하여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

단백질이 정상인 경우와 돌연변이에 의해 비정상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으로 변형된 경우 뇌암세포주에서 PTEN 활성

방사선의학기술 분야에서는 암세포 내에서 발

에 따라 방사선에 대한 세포 내 신호전달경로가 달

현되는 리포터유전자(HSV1-tk)를 핵의학 영상기

라져 방사선에 대한 암세포의 최종 운명이 세포사

술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진단용 방사성요오드를

멸과 세포노화로 다르게 나타남을 최초로 규명하

도입시켜 신규 방사성추적자를 개발하였으며, 이

였다. 뇌암환자에게 있어 PTEN 단백질의 빈번한

는 암 진단, 치료방법, 치료예후 등을 평가하는 전

이상 있음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이에 대한 방사

임상 및 임상연구용 방사성의약품으로 활용이 기

선반응성 규명은 세계적으로 미진하였다. 연구는

대된다. 또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염

향후 PTEN 단백질에 이상이 있는 뇌암환자의 방

증매개 관절염의 주요 인자인 콕스-2, 5-록스의

사선 치료 예후 판별에는 세포사멸보다는 세포노

세포내 활성화 경로 확립 및 저해 물질(Solani-

화에 대한 분석법이 사용되어야함을 제안하였다.

dine, 솔라리딘)을 발굴하고 방사선과 솔라리딘의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분야에서는 IT기반 초절

병용 처리를 통한 관절염 치료효율 향상 기전을 확

전 PET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용 원형가속기 연구

립하였다. 이는 방사선에 의해 야기되는 염증유발

개발을 통해 세계 최소 크기의 9MeV 사이크로트

메커니즘의 초기신호를 규명하고 방사선 치료 부

론 전자석(직경 1.25m, 높이 0.75m)을 개발하였

작용 제어 및 항암 치료 효율 증진을 위한 신약개

고, 이를 위한 F-18/ N-13 생산 표적시스템과

발 선도 물질을 발굴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

C-11 표적을 개발하였으며, N-13을 이용한 방사

<그림 4-4-8> PTEN 단백질의 활성유무에 따른 뇌암세포주의 방사선 반응성 신호전달경로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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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약품인 [13N]Ammonia의 합성을 수행하였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비파괴검사 핵심기

다. 저에너지 사이클로트론과 PET 동위원소 생

술 개발을 바탕으로 향후 원전 시설물 등의 안전성

산시스템은 향후 지방 중소도시의 클리닉 단위 병

진단에서부터 다양한 첨단 소재산업 분야에 이르

원에 사이클로트론 보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기까지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된다. 또한 방사선검출기용으로 사용 가능한 고저

방사선기기 산업은 보안·검색·국방·우주산

항 CdZnTe(Cd : 카드뮴, Zn : 아연, Te : 텔레늄)

업에 이르기까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

1인치급 단결정 생산기술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

다. 2008년 국내시장 약 1조 4천억 원, 세계시장

해 방사선계측기 분야의 소재원천기술을 확보하

약 500억 달러로 연 평균 17%이상 고속성장을 하

여 보건, 의료, 보안검색,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

고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기술 선진국은

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세계

차세대 컨테이너 검색기에 활용될 수 있는 Dual-

시장을 석권, 신성장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

energy (9/6 MeV) 고주파전자가속기 시스템을

만 우리나라는 전자·정보·반도체 등의 우수한

설계하고 고주파가속관, 고주파발생장치, 고전압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발생장치 및 계

펄스전원장치 등 주요 부품을 개발하였다. 고주파

측기기 관련 병목핵심기술 개발은 물론 연구기반

전자가속기는 보안검색, 비파괴검사, 방사선가공,

시설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핵의학기기와 치료

방사선치료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기 등 방사선융합의료기기 및 비파기검사기기
등은 국내수요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

<그림 4-4-9> 9MeV 사이클로트론

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거점화된 연구지원 인프라
확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추
진하고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이러한 국가적 수요에 대응하여 2011년부터 교육
과학기술부는 방사선기기 제작·성능평가·인증
및 표준화 공동 연구시설, 장비구축을 통해 방사
선기기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방
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해왔다.
방사선기기 연구실험동과 필수 연구장비 구축

첨단비파괴검사기술 분야에서는 종래의 초음파

을 주요 내용으로, 자체 개발한 방사선기기 부품

기술로 검출하기 어려웠던 균열 간극이 매우 작은

을 조립, 제작하고 기기 제품을 성능시험·평가·

미세균열을 비선형 초음파 기술을 이용하여 검출

인증할 수 있는 방사선기기 연구실험동을 건설하

하고 재료 내부 균열을 영상화할 수 있는 비파괴검

고 방사선기기 부품의 가공·조립·시험장비, 제

사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재료의 표면뿐만 아니

품의 성능측정용 정밀계측기기, 방사선 센서/계측

라 표층부의 물성 특성, 나노 단위의 극미세 결함

기 제작장비 등 필수 연구장비를 구축할 계획이

을 초음파원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검출할 수 있는

다. 신규과제 공고 및 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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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자력연구원이 선정되었으며 전라북도의 지방
비 분담을 통해 2014년까지 총 4년간 250억원(정
부 170억원, 지방비 8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
할 계획이다.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의 추진을 통해 향후
방사선기기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급증하는 방사선기기 수요를 국산
기기로 대체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기기의 90% 이상을 수입
에 의존하고 있어 차세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나마 수출이
가능한 개인 선량계 등 방사선기기 일부 품목에 있
어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방
사선센서가 품귀현상을 보임에 따라 국내업체들
이 센서를 수입하지 못하여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우수한 반도체, 전자, IT
기술을 접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기술 전환기를 맞이하여 집중화된 기술
과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빠른 기술변화주기의 특성을 가진 방사
선기술을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 경쟁력의 동력으
로 활용하기 위해 방사선진흥 정책의 지속적인 추
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추진해 나갈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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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 방사선기술개발 주요 성과 : 참고자료 참조

참고 | 방사선기술 주요 연구개발 성과

전자빔을 이용한 하폐수 위생화 기술개발
과제명 : 방사선융합 오폐수 위생화 기술개발

● 

연구기관/연구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이면주

● 

총 연구기간/연구비 : 2007.3 ~ 2012.2(5년)/4,238백만 원

● 

성과

● 

-세
 계최초 하폐수중의 대장균, 항생물질 및 내분비계장해 물질을 동시에 제거하고
독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환경신기술 인증(환경부 제 333호)

기대효과

● 

-국
 내외 독성저감, 대장균살균, 항생물질 및 내분비계장해물질 처리를 위한 하폐
수의 고도처리 시장선점

우주김치, 우주라면 등 한국형 우주식품 최종 인증
과제명 : 고선량 방사선적용 식품공학 융합기술 개발

● 

연구기관/연구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이주운

● 

총 연구기간/연구비 : 2007.3 ~ 2012.2(5년)/4,430백만 원

● 

성과

● 

-고
 선량 방사선융합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한국우주식품 4종(김치, 라면, 생식
바, 수정과)의 우주식품 적합성 국제 인증 취득(2008.1) 및 국제 우주정거장에 선
적(2008.4)
-한
 국인 최초의 우주인(이소연)과 러시아, 미국 우주인 6인에게 공급(2008.4)하여 우리나라의 방사선 식품공학 융합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증

기대효과

● 

- 방사선

기술과 첨단 식품공학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국가 식량자원의 간접생산성을 향상시켜 방사선조사 식품 수출액이
2010년 4천억 달러에서 2015년 7천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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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방사선 센서용 CZT 반도체 단결정 성장 기술 개발
과제명 : 차세대 방사선 계측기 제작 및 성능 평가 기술 개발

● 

연구기관/연구자 : 한국원자력연구원/하장호

● 

총 연구기간/연구비 : 2007.3 ~ 2010.2(3년)/2,510백만 원

● 

성과

● 

-세
 계 6번째로 Cd(카드뮴), Zn(아연), Te(텔레늄) 3가지 원소가 합성된 차세대 방사
선 센서 소재인 2 인치급 CZT 반도체 단결정 성장 기술 개발

기대효과

● 

- 핵의학 영상 장치, 비파괴 분석, 최신 공항만 검색 장치, 우주 망원경, 차세대 태양 전지 소재 등 활용 기대

비상공급용 신개념 99mTc 발생기 제조기술 개발
과제명 : 하나로와 고성능 흡착제를 이용한 의료용 (n,γ) 99Mo/99mTc

● 

발생기 제조기술 개발
연구기관/연구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이준식

● 

총 연구기간/연구비 : 2009.10 ~ 2012.9(3년)/855백만 원

● 

성과

● 

-의
 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인 Tc-99m 발생기 개발 및 식약청 등록완료(2011.09.21,
번호: 20110096554)

기대효과

● 

-불
 안정한 국제 발생기 공급 대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의료용 방사성동위원
소 비상공급 가능

점막 점착성이 우수한 이중구조의 구강점막 제형기술 개발
과제명 : 방사선 이용 구강점막 부착용 약물 전달체 제조 기술개발

● 

연구기관/연구자 : 한국원자력연구원/노영창

● 

총 연구기간/연구비 : 2009.10 ~ 2012.9(3년)/705백만 원

● 

성과

● 

-방
 사선을 이용하여 폴리아크릴산 점막부착용 하이드로겔에 약물보호지지층으로
폴리메타아크릴산 공중합체를 코팅하여 이중구조의 구강점막 제형 개발

기대효과

● 

-장
 시간 구강점막에 부착되어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염증치료에 탁월한 효
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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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질소에 의한 방사선내성 생성경로 발견
과제명 : 방사선 내성인자 활용을 통한 예후평가기술 개발

● 

연구기관/연구자 : 한국원자력의학원/황상구

● 

총 연구기간/연구비 : 2007.3 ~ 2012.2(5년)/3,120백만 원

● 

성과

● 

-방
 사선 조사 폐암세포 연구를 통해 활성질소에 의하여 유발되는 방사선내성이 상
피세포 성장요소 수용체(EGFR)를 경유하고 있음을 발견
※ Mol Cancer Res. June Highlights로 선정(2008.6)

기대효과

● 

-새
 로운 방사선 저항성 생성경로를 규명함에 따라 방사선 내성 극복기술의 기반을
구축하고, 암세포 발생 및 진행의 신약개발 표적으로 활용 기대

방사선치료 암세포 노화 판별용 바이오마커 발굴
과제명 : 방사선유도 종양세포 노화조절에 의한 방사선 민감성 증진

● 

기술 개발
연구기관/연구자 : 한국원자력의학원/이재선

● 

총 연구기간/연구비 : 2008.12 ~ 2010.9(2년)/295백만 원

● 

성과

● 

-방사선 조사나 항암제 처리 후 암세포의 노화를 효율적으로 판별할 수 있고 암세
포의 최종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마커인 노화 바이오마커(노
화여부를 판별하는 물질) 발굴
※ 암 연구관련 국제학술지 Canser Research

기대효과

● 

-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시 환자 진단키트로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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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에 의한 COX-2 활성화 저해 기전 및 저해제 발굴
과제명 : 방사선에 의해 활성화되는 COX-2 특이적 저해제의 선별을

● 

통한 관절염 치료 후보물질 발굴
연구기관/연구자 : 부산대학교/윤부현

● 

총 연구기간/연구비 : 2009.10 ~ 2012.9(3년)/240백만 원

● 

성과

● 

-방
 사선 치료부작용으로 알려진 염증매개 관절염의 주요 인자인 콕스-2, 5-록스의
세포내 활성화 경로 확립 및 저해 물질(쏠라리딘) 발굴

기대효과

● 

- 방사선에 의해 야기되는 염증유발 메커니즘의 초기신호를 규명

초단펄스 레이저이용 신개념 중성자원 개발
과제명 : 레이저유도 고속중성자 발생 및 활용기술 개발

● 

연구기관/연구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차형기

● 

총 연구기간/연구비 : 2007.3 ~ 2012.2(5년)/4,170백만 원

● 

성과

● 

-초
 단펄스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신개념의 펄스형 고속 중성자를 초당 1x107개
의 중성자를 발생하는 중성자원 개발로 동급 레이저에서 세계 최대치 달성

기대효과

● 

-전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성자 발생장치를 자립 개발로 의료, 폭발물 탐지, 보안검색 등에 활용함으로써 2016년 연간
100억원의 수입대체 및 2020년 중성자기반 복합시스템 100억달러 수출효과 기대

무기저 손상감지 비파괴검사기술 개발
과제명 : 구조물 진단을 위한 압전센서 Networking 기술 개발

● 

연구기관/연구자 : 한국과학기술원/손훈

● 

총 연구기간/연구비 : 2007.6 ~ 2012.5(5년)/482백만 원

● 

성과

● 

-구
 조물로부터 수집한 기저신호(초기상태에서 계측한 신호)에 의존하지 않고 현
재상태에서 계측된 신호만을 사용하여 손상을 감지하는 기술 개발

기대효과

● 

-검
 사과정 단순화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원자력시설물 뿐만 아니라 기계, 우주,
항공 구조물의 안전진단에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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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기반 경제(Creativity-based economy)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융

에서는 ‘모방형 혁신’에서 ‘창조적 혁신’으로의 전

합인재교육을 통한 수학·과학·기술·예술 교육

환을 주도할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가 무엇보다

의 통합,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도입한 새

필요하다.” 세계적 경영학자인 런던 비즈니스 스

로운 수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제고하여

쿨 게리 하멜(Gary Hamel) 교수는 2009년 세계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지식포럼에서 이와 같이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고 있다.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아울러 영재교육 강화, 과학기술대학(원)의 육

정부도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주목하였

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영재교육을 통해서는 잠

는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과학의 날 축

재력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사를 통해 “훌륭한 과학자 1명이 유전보다 가치 있

위해 2007년도 기준 0.59%였던 영재교육 수혜율

는 시대”라며 고급 과학기술인재 확보에 정책의

을 2011년도에는 1.59%까지 증가시켰으며, 교사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천명하였다.

의 관찰·추천 방식에 의한 학생 선발제도를 도입

이러한 맥락 하에서,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원)의 체계적인

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제1차 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연구와 지역

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06~2010)》

수요기반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신성

과 관련하여,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수정기

장 동력분야 등의 핵심인력 양성을 유도하고 있다.

본계획을 2008년에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년
에는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11~2015)》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체계적인
과학기술인력 육성·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 비하여
관련 예산 투자를 15%(3.5조 원) 증가시키고, 기
본계획의 정책 수혜 대상을 예비 과학기술인재인
초·중등 학생으로 확대하는 등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
2차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초·중등 학생을 정책 대상에 포
함시킴에 따라 융합인재교육(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수학교육 내실화 등의 정책을 새롭게 추
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적은 뛰어나지만 이들 과목에 대한 흥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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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학제간 교육, 글로벌 교육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
래유망산업과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학원은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통해 고급연구인력 양성 기
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세계 선진국의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활용하기
위하여 2004년 제정한『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
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고

1.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한다)』에 따라 매5년마다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

세계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창의성기반경제로 변화

립·추진하고 있다. 2006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

하고 있다. 창의성기반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획(2006~2010)과 관련, 2008년에는 새 정부 출

중의 하나는 ‘모방형 혁신’에서 ‘창조적 혁신’으로

범에 따라 기존 기본계획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해

의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이

외인력유치 및 과학영재 등 주요 정책 이슈를 추가

다. 미국 애플의 스티브 잡스(Steve Jobs), 페이스

로 발굴하여 수정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북의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를 통해서

2010년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과

알 수 있듯이 한 명의 천재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

학기술인력정책을 견인할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

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게 되었는데, 주요 특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출

이러한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분야

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본

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우수인재육성·확보 및 창

계획의 범위를 초·중등과정을 새롭게 포함한 과

의적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기술인재의 전 생애주기 대상으로 정책이 확대

이들의 노력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된 것이다.

있는데, 첫째, 이공계인력 공급 흐름의 단절을 방
지하기 위해 수학 및 과학교육 시스템을 강화하
고, 둘째,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국제적 유동성이

2.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커짐에 따라 이들의 자국 유인을 지원하고 자국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교류를 통해 수준 향상을 도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모하고 있으며, 셋째, 신진연구자, 여성과학기술

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인 등 잠재인력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을 실시하

수립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고 있고, 넷째, 연구중심대학에 과감하게 투자하

같다.

여 이를 연구역량을 보유한 고급두뇌의 산실로 활

제1차 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수립된 ‘제1차 기

용하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에서 학부는 기초교양,

본계획’과 2008년도에 수립된 ‘수정 제1차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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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으로 나누어진다. 기존의 제1차 기본계획은 ‘국

제교류 확대’를 핵심 연구인력 양성에서 독립하여

가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인재강국 실

새로운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제1

현’을 비전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

차 기본계획에서 이공계 사기진작과 관련되어 별

한 시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5대 영역 14개

도의 영역으로 존재하던 ‘이공계 인력 복지 지원’과

중점추진과제가 도출되었다. 5대 영역은 첫째, ‘이

‘이공계인력 인프라 지원’을 ‘이공계인력 육성·활

공계대학교육 제도 개선’, 둘째, ‘핵심 연구인력 양

용 기반 확충’으로 통합하여 정책 추진의 중복성을

성’, 셋째, ‘우수연구인력 국제교류 확대’, 넷째, ‘수

줄이고자 하였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요지향적 인재 양성’, 다섯째, ‘이공계인력 육성·

5-1-1>와 같다.

활용 기반 확충’이다.

위와 같이 제1차 기본계획은 제1차 수정 기본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영역과 중점추진과제에서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부처 통합 등 정

변화가 있었고 중점추진과제를 구성하는 세부사

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이공계 인력양성 정책방향을

업에도 변화가 있어 제1차 기본계획 5년간의 지속

재정립하기 위해 2008년도에 ‘수정 제1차 기본계

적인 추이를 살펴보기가 어렵다. 이에 첫째, 사업

획’이 수립되었다. 기존 기본계획의 한계점을 보완

의 규모와, 둘째, 포함 범위가 보다 확대된 수정 제

하여 수정 제1차 기본계획은 5대 영역을 조정하고

1차 기본계획의 영역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살펴

1개 중점추진과제를 추가하여 15개 중점추진과제

보면 다음과 같다.

를 도출하였다.

우선, 사업의 규모 중 예산 측면에서 제1차 기본

그 수정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수 연구인력

계획 5년(2006~2010) 동안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

의 확보를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판단

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추이는 이명박 정부 수

아래 ‘핵심 연구인력 양성’ 내에 ‘과학영재의 체계

립 이전의 기존 기본계획 기간과 수립 이후의 수

적 발굴 육성’을 별도의 중점추진과제로 추가하였

정 제1차 기본계획 기간 간에 차이가 있다. 기존의

으며, 국제화의 심화에 따른 고급 과학기술인력

1차 기본계획 기간 3년간(2006~2008) 총 투입 예

의 국가 간 이동 증가 추세에 따라 ‘우수인력 국

산은 3조 3,039억 원이지만, 2009년에서 2010년

<표 5-1-1> 제1차 기본계획 추진영역 및 변화
기존 기본계획(2005년 수립)

수정 기본계획(2008년 수정)

적용기간 : 2006~2008

적용기간 : 2009~2010

① 이공계 대학교육 혁신

① 이공계 대학교육 제도 개선

② 핵심 연구인력 양성

② 핵심 연구인력 양성
③ 우수인력 국제교류 확대

③ 수요 지향적 인재양성

④ 수요 지향적 인재양성

④ 이공계 인력 복지 지원

⑤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기반 확충

⑤ 이공계인력 인프라 지원

⑤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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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년간은 관련예산 투자가 4조 1,491억 원으로

재에 대한 제도 기반을 구축하였다. BK21, WCU

기존 제1차 기본계획 기간 3년 동안의 예산투입이

사업 등 집단연구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실시

수정 제1차 기본계획 기간 2년 동안의 예산 투입보

하여 대학원 중심의 연구체제를 확립하였으며, 국

다 작아 수정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련 예산

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생 인건비에 대한 풀링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9)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과학영재 발굴·

제1차 기본계획 전체 기간(2006~2008) 동안 대
상사업 수를 살펴보면 2006년 68개, 2007년 72

육성 종합계획》(2007)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과학영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 2008년 90개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수정 제

셋째, ‘수요 지향적 인재양성’ 영역에서는 미래

1차 기본계획 기간인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기술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및 산·학·연 연계협

115개, 102개 사업이 추진되어 기본계획의 수정과

력을 강화하였다. 급변하는 환경에 이공계인력

함께 관련 사업도 1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영역

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식재산 인력양

별로 살펴보면 ‘수요 지향적 인재양성영역’에 가장

성 종합계획》(2007), 《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2009)과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는 과학기술인력의

(2009)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또한, R&D 인력

육성·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교육원(2007) 설립 및 커넥트 코리아(2006), 연구

추진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개발서비스업 및 연구기획평가사 도입(2006) 등

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사업화 거점 형성 및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

첫째, ‘이공계 대학제도 개선’ 영역에서 대학별

하였다.

자율 경쟁 시스템 도입 및 고등교육과 R&D 연계

넷째, ‘우수인력 국제교류 확대’ 영역에서는 해

기반을 구축하였다. 대학별 특성화 발전, 경쟁시

외인력 유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지

스템 도입을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강

원 사업을 확대하였다. 글로벌 연구실 및 글로벌

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간접경비계

파트너십 프로그램(2006), 해외석학초청 프로그

상기준 제정》(2006), 《교육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램(2006)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WCU 사

특례법 제정》(2007), 교육역량강화사업(2008) 등

업을 통해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유도하였다.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교육기관 정보공

다섯째,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기반 확충’ 영

개 특례법 제정을 통해 대학정보 개별공시 참여 대

역에서는 연구인력의 여건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

학비율이 2009년 기준 99%까지 확대 되었으며,

한 신규사업 및 제도를 구축하였다. 《과학기술발

공학인증프로그램 인증대학 및 프로그램이 2005

전 장려금 제도》 신설(2009) 및 과학기술인 공제

년 총 15개 대학 75개 프로그램에서 2009년 36개

회 운영 강화,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제도》마

대학 243개로 확대되었다. 이외에 《학연 협력 활

련(2006) 및 출연(연)의 안정적 인건비 비중 확대

성화 방안》(2008) 등을 수립하였다.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추진하였다.

둘째, ‘핵심 연구인력 양성’ 영역에서는 대학(원)
생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과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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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각 부처가 추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시

입여건의 미흡, 미래산업 및 지역수요에 대한 대응

행계획 및 실적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족, 여성·퇴직자 등 잠재적 과학기술인력의 활

유사한 사업 간에 공통된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

용 미흡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았고 성과지표가 정량화 되지 않은 과제가 일부 존

제2차 기본계획은 각각의 지적된 문제점에 대응하

재하여 효율적인 성과점검이 어려웠으며 성과점

여 아래의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검의 결과가 재정투자와도 연결되지 못하였다. 또

첫째, 창의성 기반경제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한 각 영역별로 다양한 신규 추진과제가 도출되었

인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육성기반을 구축하였

으나 영역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학기술

다. 2008년 새정부 출범에 따라 과학기술부과 교

부의 역할 조정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육부가 통합되었으나,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둘째, 주요 이슈별로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함에

에는 과학기술과 교육의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

따라 과학기술인력 전반에 대한 실천계획으로서

었다. 하지만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예비 이공계

의 역할은 불충분하였다. 대학(원)을 중심으로 하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초·중등학생까지 과학기

는 과학기술인력 육성에 대한 정책 집중으로 과학

술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수

기술인력의 양적확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

학·과학교육을 재미있게 만들어 이들을 이공계

으나 육성된 인력의 배분, 활용에 대한 정책에서

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정책대상이 대학

둘째, 세계적인 연구성과의 창출을 지원할 수 있

(원)에 집중되어 생애 주기의 측면에서 다른 단계

도록 연구자들의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

의 인력 육성·지원은 대학(원) 영역과 비교할 때

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9년 노벨화학상 수상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인 아다 요나트(Ada Yonath, 이스라엘)는 “노

이에 제2차 기본계획은 위의 1차 기본계획의 한

벨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리보솜(세포내 단백

계를 극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생

질 복합체) 연구를 20년 동안 꾸준히 지원한 바이

애주기와 경력경로를 연계한 과학기술인재의 육

츠만 연구소의 연구철학의 결과물”이라고 말하였

성·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 이처럼 위대한 연구 성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을 때 도출될 수 있다.
이에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연구자들이 안정적으

3. 제2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연구비 지
원, 행정부담 완화, 정년연장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였다.

가. 기본방향

셋째, 학교와 직장의 차원에서 과학기술인력이
경제사회적 수요변화에 적시 대응하도록 지원하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우리나라 과학기

여 이공계분야 일자리 창출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술인력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학생의

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이공계분야 일자리 비중은

수학·과학에 대한 낮은 흥미도, 학업 및 연구 몰

18.6%로 미국 32.3%, EU 30%에 비해 상당히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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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이다(OECD, 2008). 이공계분야의 일자리를

서와 마찬가지로 지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

확충하기 위해서는 급변하고 있는 기술 및 산업구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녹색·친

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하

환경, 신소재·로봇, SW, 교육·콘텐츠 분야 등

는 것이 필요하다.

의 유망 직업군이 출현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되

최근의 과학기술분야의 산업별 주요 환경 변화

고 있다. 이에 특화전문대학원, 특성화 대학원 등

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그림 5-1-1>에

수요지향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바이오·의료, 에너지·환

나,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

경, 신개념 IT 등의 융합산업의 성장에 따라 융합

(IMD, 2009)는 조사대상 57개국 중 51위로서 아

인력 및 신산업 인력의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다.

직까지 낮다.

기술변화와 함께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빠르

이에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업연구인력의 산

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지식

업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학

서비스업의 GDP 대비 비중이 2009년 25%에서

(원)교육의 내실화 및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2040년 40%로 확대될 것이라는 KDI 연구결과에

수요지향적 인재양성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림 5-1-1> 주요 융복합 기술분야의 시장규모 전망(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미래비전, 2010)
(단위 : 백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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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미래 유망산업 및 직업(한국고용정보원, 2010)
산업

직업

녹색친환경

•태양광발전 연구자, 해양바이오에너지연구자, 기후변화관리자 등

신소재•로봇

•나노사업기획자, 로봇감성인지전문가,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개발자 등

SW

•통신공학기술자, DB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교육•콘텐츠

•U-learning 설계자,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자, 게임기획자 등

건강•의료

•생명정보학자, 생체계측기기개발자, 바이오생명과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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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따른 생

는 양상이다.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 증가로 인

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비하여 해외·여성·원

해 제품과 자본의 국가 간 이동뿐 아니라, 고급

로과학자 등 잠재인력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

인력의 순환문제(brain circulation)가 전 세계적

다. 2009년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명으로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3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

년 159,903명이었던 학부과정 이상의 해외 한국

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

인 유학생 수가 2009년 243,224명으로 증가하고

입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3

이에 2018년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고교 졸업

년 12,314명에서 2009년 75,850명으로 증가하는

자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 이제 자국의 인재만을 고려한 과학기술인력 육

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의 글로벌 유동성

성·지원 정책은 점차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증대로 선진국 사이에 고급인력 확보전이 심화되

이에 제2차 계획에서는 이런 환경적 변화 등을 고

<그림 5-1-2> 인구구조 현황 및 전망(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미래비전, 2010)

<그림 5-1-3> 고교 졸업자수 대비 대학입학정원 추이(교과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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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제2차 계획의 기본방향
대학/출연(연)

기업

연구 몰입
환경 조성

경제
사회적
수요변화
대응력 제고

교육과 과학기술의 시너지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초/중등

잠재인력(해외, 원로, 여성) 활용체제 강화

려하여 해외 고급인력을 유인하고 확보하는 한편,

본계획의 5대 영역 및 15대 중점추진과제를 도출

그 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퇴직 및 여성 과학기술인

(2010.3~8)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기

력을 적극적인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
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

나. 추진체계

업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중점추
진과제를 수정·보완(2010.9~11) 하였다. 또한 일

제2차 기본계획은 수립과정에서부터 다양한 계

반 국민 및 과학기술인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

층의 전문가 및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서울 등 5대 권역별 설

자 노력하였다. 산·학·연 전문가 30명으로 총

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심의

괄기획위원회(위원장 : 과학기술특별보좌관) 및 5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최종심의(2011.4)

개 소위원회(초·중등, 대학(원), 미취업/잠재인

를 통해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

력, 재직 과기인, 인프라)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획(2011년~2015년)》을 확정하였다. 제2차 기본계

4차에 걸친 총괄기획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별

획의 추진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5-1-5>와 같다.

2~3차 회의, 공청회(2010.7) 등을 통해 제2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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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제2차 기본계획 추진체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총괄기획위원회
관계부처 협의회
※관계부처 과장급

※위원장/산학연 민간위원 15명 내외
교과부 미래인재정책관, KISTEP 정책
기획본부장

일반 국민, 민간전문가, 언
론기관 등

총괄지원팀
※과학인재육성과
정, 소위원회 민간
전문가, KISTEP

영역별 소위원회(5개)
※총괄기획위원회 위원, 주관부처 과장
급 및 민간 전문가 2~3명, KISTEP

4. 제2차 기본계획 비전 및 중점추
진과제

협회 등 단체

아가 세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스티브 잡스, 마
크 주커버그와 같은 창조적 과학기술인력의 중요
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에 제2차 기

지금까지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배경, 제2차 기본

본계획은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양성을 통한 인재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

강국 구현’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과학기술인재 육

계, 2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체계 등에 대해

성·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1차 계획의 총 7조 원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

에 대비하여 제2차 기본계획 기간 5년간 총 10.5

로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들을

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예산투입의 목표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삼았다. 또한 폐쇄형 네트워크에 한 가지 역량만
가지고 있던 I자형 인재가 아닌 산업구조 및 기술

가.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의 도출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성, 수월성, 글로벌 연

세계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이 ‘창의성 기반 경제’

구역량, 유연성을 갖춘 T형, π형 인재 양성을 추

로 바뀜에 따라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고, 나

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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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제2차 기본계획 인재상의 변화

I형 인재: 폐쇄형 네트워크

T,

형 인재: 폐쇄형 네트워크

* 네트워크 영역: 개인간, 조직간, 정부간, 지역간, 학제간, 산학연간 등

또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과 관련된 정책

나. 중점추진과제별 세부내용

수혜 대상을 전생애 주기로 확대하고 및 과학기술
인력 육성·활용의 인프라 등도 포함하여 기본계

(1) (초·중등 영역)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흥미·

획의 중점추진과제의 상위 영역을 초·중등, 대학

잠재력을 높이는 교육

(원), 출연(연), 기업, 인프라의 총 5개 영역으로 구

초·중등 영역은 잠재적인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성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별 목표로 첫째, 초·중

하기 위한 단계로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등 영역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흥미·잠재

첫째, 이론 중심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으로 인

력을 높이는 교육’, 둘째, 대학(원) 영역에서는 ‘대

해 수학·과학이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어 초·

학(원) 교육의 특성화·내실화 및 글로벌 연구역량

중등 학생의 수학·과학 흥미 저하는 심각한 수

강화’, 셋째, 출연(연) 영역에서는 ‘보유자산을 활

준이다.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수학·과학에 대

용한 교육참여 및 연구몰입환경 조성’, 넷째, 기업

한 성취도에서는 PISA 및 TIMSS 조사 결과 세계

영역에서는 ‘기업연구인력의 수요대응력 제고 및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학·과학을

연구 잘하는 기업 육성’, 다섯째, 인프라 영역에서

용이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

는 ‘잠재인력 활용촉진 및 과기인력정책기반 강화’

사(KISTEP, 2010)한 결과 수학에서는 36.2%, 과

를 설정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5대 영

학은 34.4%만이 용이하다고 응답하는 등 수학·

역, 15대 중점추진과제는 <그림 5-1-6>과 같다.

과학에 대해 3분의 2내외의 학생이 어렵다고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생활 연계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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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학 체험기회의 부족, 과학기술분야 진로교

학생은 10.9%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학

육의 부족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미흡으로 과학기

실험 참여기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중학생

술분야 진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

은 22.3%, 고등학생은 12.9% 만이 만족하는 등 과

다. 과학기술분야 진로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

학기술분야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제공과 수학·과

(KISTEP, 2010) 조사결과, 중학생은 19.9%, 고등

학 교육방법의 변화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그림 5-1-7> 제2차 기본계획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비전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통한 인재강국 구현((I형 → T형, p형 인재)
※ 투입 : 제1차 계획 대비 향후 5년간 총 투자액을 약 1.5배 이상 확대(7조→10.5조 이상)

중
점
추
진
과
제

초중등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흥미•잠재력을 높이는 교육
▹ 미래형 STEAM(수학·과학·기술·예술) 교육 강화
▹ 영재 교육 내실화 및 대학연계 강화
▹ 녹색성장 관련 교육 및 진로연계 강화

대학(원)

교육의 특성화•내실화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중심대학 육성
▹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특화인력 양성
▹ 지방대 특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출연(원)

보유자산을 활용한 교육참여 및 연구몰입환경 조성
▹ 고급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한 현장성 높은 인력양성기능 강화
▹ 첨단기술 및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
▹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개선

기업

인프라

기업연구인력의 수요대응력 제고 및 연구 잘하는 기업 육성
▹ 기업연구인력의 수요 대응력 제고
▹ 기업의 교육기부 활동 촉진
▹ 연구 잘하는 기업 육성
잠재인력 활용촉진 및 과기인력정책기반 강화
▹ 해외 인력 활용 강화
▹ 여성과학자 및 원로과학자 활용 강화
▹ 과학기술인력정책 수립 기반 강화

성과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를 OECD 하위권에서 OECD 중위권으로 향상
초일류대 3개(세계 30위권) 포함 연구중심대 10개(세계 200위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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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제고하고 초·중등 단계의 학생을 과학기

술적 수업방식 도입하였는데, 2011년 수업방식을

술분야로 유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하여 2012년부터 과학고 등에 시범적용 후 확

이에 따라 초·중등 영역에서는 첫째, 미래형 융

대할 계획이다.

합인재교육(STEAM) 교육 강화, 둘째, 영재교육

이와 더불어 출연(연) 등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확대 및 내실화, 셋째, 녹색성장 관련 교육 및 진로

수학·과학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

연계 강화 등 세 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다. 출연(연)·대학·학회 등이 보유한 첨단시설

중점추진과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과 인력을 활용하여 수학·과학교사의 교육·연

미래형 융합인재교육 강화의 경우 교육내용, 교

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학습연구년제와 연계),

원, 교실 등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융합형 인재 양

과학기술교사 대상의 평생학습센터로서 지역 대

성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학·과

학 및 출연(연)에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를 2011

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

년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 및 방식

또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을

을 재구조화하였는데, 수학은 스토리텔링을 도입

개정하여 2012년부터는 과학기술전문가를 교사

하여 주입식·암기식 교육내용을 대폭 경감하고,

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육과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분야의 관심 제고를 위해

정을 개정하였고(2011.8), 《수학교육과정 선진화

첨단 분야 체험·탐구프로그램 제공하고자 한다.

대책》(2011.11)을 발표하였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외 첨단과학기술 현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통합형 시각 배양을 위

장(NASA, CERN 등) 견학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해 2010년 ‘융합형 과학’으로 재편된 과학교과과정

창의과학교실, 열린 과학교실(소외계층 대상) 등

의 체험·탐구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하

읍면동 ‘생활과학교실’의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내

였으며, 학교 및 입시에서 소외된 기술·가정 등

용을 계획에 포함하였다.

은 첨단 과학기술 발전내용, 녹색교육, 첨단기기

초·중등 영역의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영재

의 설계·제작 등 첨단과학기술 및 실생활과 관

교육 대상자 확대 및 내실화이다. 우선 수학·과

련된 내용으로 개정(2011.8)하여 기술·공학 교육

학 영재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영재교

을 강화하였다. 또한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

육 기회의 제공을 늘리기 위하여 학교 단위의 영재

성이 조화된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관련 수업에 예

학급 확대 등을 통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확대할 것

<표 5-1-3> 과학기술전문가의 교육현장 활용 제도화
제도

교육현장에서의 역할

관련법령 개정

박사급 전문가를 수학•과학•기술•공학 교사, 학교장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과학기술교육지원단(신규)

과학기술인, 인문사회전문가 등으로 기술•공학 교육, 융합 교육, 진로지도 등을 담당

대학의 초중등 교육 지원 강화(신규)

대학의 교육기부 활동 강화를 위해 대학(원)생들이 초중등교육을 지원하고, 봉사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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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06년 0.4%에 불과하였던 영재교육대상

(2) (대학(원) 영역) 교육의 특성화·내실화 및 글

자 비율을 2011년에는 1.59%까지 높였으며 2012

로벌 연구역량 강화

년에는 2%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동안

대학(원)은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는 핵심적인 주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은 주로 시험을 통하여 이

체로서 기본계획의 5대 영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루어졌는데 이를 개선하여 관찰·추천 방식의 영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

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확대하였다.

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공

둘째, 영재교육 내실화와 관련하여 영재학교의

계 대학은 보다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대학부설화 및 과학영재의 관련대학 조기졸업 추

우선 기술 및 산업의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

진을 제안하였다. 기존 과학고를 단순히 영재학교

해야 하며, 특히, 지역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의 수

로 전환하기보다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고

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지역과 연계하여 발전하여

및 영재학교 간 연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학부

야 한다. 또한 대학의 두 가지 주요한 기능 중 하나

설로 지정하여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인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

이를 위해 과학기술특성화 대학들이 공동으로 영

히 우리나라 박사과정 학생의 대부분이 독자적인

재학교 및 과학고 학생들을 위한 대학과목 선이수

연구 수행보다는 교수의 연구보조, 행정업무 등을

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박사과정 학생 중 파트타

생이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점으

임의 비율이 약65%로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

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으로 조사되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그

초·중등 영역의 세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녹색

리고 연구중심 대학/교육중심 대학으로의 특성화

성장 관련 교육 및 진로연계 강화이다. 글로벌 이

가 필요한데, 지금은 대부분의 대학이 박사과정을

슈화로 대두된 환경과 자원 문제에 대하여 이를 주

운영하고 있어 교육중심 대학으로의 특성화를 충

도할 인력양성을 초·중등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분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중심 대학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위하여 세부 내용으

표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학부중심으로 운

로 ‘녹색성장 관련 체험학습 강화’ 및 ‘녹색성장 연

영되고 있다.

구학교’ 도입과 ‘녹색직업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진

이로 인해 우리나라 출신 우수학생의 해외유출

로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초·중등 학생의

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단적인 예로 한국 국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및 진로정보에 대한

적 미국박사학위 보유자의 미국 내 잔류의사 표명

만족도가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교과, 재

비율이 1996년에서 1999년 기간에는 50%이던 것

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녹색기술과 환경을

이 2004년에서 2007년 기간에는 69.2%로 증가하

범교과적으로 교육하고, ‘환경과 녹색성장’ 교사의

였다(미국 과학재단, 연도표기).

연수 강화, 초·중등학교 녹색진로교육 담당인력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에

의 연수 및 재교육 실시 등을 통해 관련 인프라의

서는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중심대학 육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성’, 둘째,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질적 수
준 제고 및 특화인력 양성’, 셋째, ‘지방대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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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세 가지 중점추진과제

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를 설정하였다.

특히, 박사중심의 대학원 체계 개편을 위해서

각각의 중점추진과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우수대학 중심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확대하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

여 박사학위 취득기간을 현행 7년 내외에서 5년

중심대학 육성의 경우 기관차원의 대학(원) 육성

내외로 단축하고, 학부정원의 감축을 통해 박사과

지원사업과 대학(원)생 개인지원사업을 통해 2015

정정원을 늘리는 것을 유도하며, 박사과정 설치기

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초일류대 3개를 포함하

준을 전임교원 강의비율, 논문피인용수, 게제 학

여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육성하고자 한다. 연구

술지 피인용수 등 질적 지표 중심으로 강화하도록

잘하는 이공계 대학(원)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1)

유도하고 있다.

WCU사업, BK21사업 등으로 분산되어있는 대학

둘째, 우수 과학기술인재가 학부생에서 국가

원 재정지원사업을 WCU사업과 GPS 시스템으로

과학자까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화하고, 2)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간접비 비

‘GPS시스템’을 도입하였다. GPS(Global Ph.D.

율을 높이고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3) 석사

Scholarship) 시스템은 우수 과학기술인재의 추

과정 중심의 現 대학원 운영체제를 박사과정 중심

적관리를 통해 경력단절 없이 학업과 연구에만 몰

<그림 5-1-8> 대학원 재정지원사업 개편(안)

WCU 사업

WCU 사업

BK21 사업

GPS 시스템

통합체계화

미래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

(Global Ph.D Scholarship)

<그림 5-1-9>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 개요

<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 >
◈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경력 단계별 추적관리를 통해 단절 없이 학업과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금·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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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장학금/연구비를 지원

개발·확산시키고,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확

하는 제도로서, 우수 박사 양성 트랙과 우수 연구

대를 통해 ‘잘 가르치는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자 지원 트랙을 연계해 학부생에서 국가과학자에

한다. 또한, 녹색분야, 학제 간 융합분야, 바이오

이르는 전주기적 연구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의료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창의·지식기반 인력

한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박사 양

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원을 선정 및 학과 신

성을 위한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사업 및 연구역

설 등을 유도하고, 국가핵심연구센터를 대학 내

량이 최고에 달한 상태로 배출된 신진연구자(30

융·복합 연구 및 교육의 구심점으로 발전할 수 있

대)의 초기 일자리와 연구비 지원을 위한 ‘대통령

도록 지원하는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특히 의

Post-Doc. 펠로우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학계로 진출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기초의과

사업은 석·박사과정 학생 및 박사 후 연구자의 학

학자로 육성하기 위해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업과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Medical Research Center) 지원을 확대하고 기

셋째, 과학기술특성화대학(원)(한국과학기술원,

초전공의에 대한 장학금 확대 및 의과학자와 다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

분야 과학자간의 공동연구(MD-Ph.D.) 지원 확대

기술대학교)을 이공계 분야의 세계적 연구거점으

등을 추진하고 있다.

로 육성하고자 한다. 대학(원) 별로 국가 및 지역전

마지막으로 중점추진과제인 ‘지역대 특성화를

략기술 분야와 연계하여 연구중심 교육기관이 되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산학

도록 발전전략 수립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원은 국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세계 수준

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신학문·신산업 분야 창출

의 전문대학 육성을 통한 중간 기술·기능인력 양

을 위한 핵심인력 양성 및 미래원천기술 연구사업

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

에 집중하며, 그 밖의 3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원)

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Leaders in

은 광역경제권 전략산업의 대형연구개발프로젝트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및 세계 수준

수행 등 R&D 특화분야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

의 전문대학(WCC: World Class College) 육성사

하는 것으로 발전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 4개 과

업을 통해 지역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수요

학기술특성화대학(원)별로 강점을 가지는 융합연

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착수

구소를 발전시켜 일반 연구중심대학과 차별화를

하였다.

추구하는 한편, 전문이학석사(PSM: Professional
Science Master) 과정의 시범운영 등을 통해 현

(3) (출연(연) 영역) 보유자산을 활용한 교육참여

장 연구자로의 소양뿐만 아니라, 연구기획, 연구

및 연구몰입환경 조성

관리, 창업능력 등을 겸비한 사업가 및 관리자를

출연연구소는 그 동안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육성하고 있다.

성실히 수행해왔으나 과학기술인재의 육성에는

대학(원) 영역의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인 ‘사회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비정규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특화

직 비중 증가, 대학교수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연금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학부교육 선도대학’ 모델을

수준 및 정년 보장 등으로 인하여 연구원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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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하여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출연(연)을 평

연구소 연구자의 처우개선을 제안하였다. 출연연

생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학 또는 기업으로 옮

구소의 자율성 강화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겨가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위해서는 기존 PBS(Project Based System)제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

개선을 통해 출연연구소의 인건비의 정부 지원 비

에서는 출연연구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연구환

율을 높이고, 기관 고유사업 예산의 자율성을 제

경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출연연구소 연구자들이

고하며, 출연연구소 선진화와 연계하여 우수연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자의 선별적 정년 연장 추진 및 퇴직 후 연장근무

두고 다음의 세 가지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제도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

첫째, ‘출연연구소의 고급 과학기술자원을 활용

술발전 장려금을 2013년까지 총 2,000억 원 확보

하여 현장성 높은 과학기술 인력양성기능을 강화’

하여 사학연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과학기술인의

를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출연연구소 교육

연금·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출연연구소 교육기
부 프로그램과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출

(4) (기업 영역) 기업연구인력의 수요대응력 제고

연연구소 교육기부 활동을 기관평가 항목에 반영

및 연구 잘하는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출연연구소의 교육기부 참여 확대 및 내

기업은 산·학·연 중 가장 많은 수의 과학기술인

실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출연연구소 소속 연

력이 종사하는 영역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최대 수

구원의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관전문분

요자이나 그 동안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야 특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연구소 연구원에

되었던 영역이다. 기업에 근무하는 과학기술인력

대해 교수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전문성을 강

의 경우 <그림 5-1-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

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경력이 이행할 때 기술변화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첨단기술 및 융·복합

적응 실패 또는 관리자로서의 경영역량의 부족 등

연구인력 양성’으로 기존에 첨단기술 및 융·복합

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해오던 과학기술연합

한 적시의 맞춤형 재교육이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대학원대학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출연연구소의 강점분야와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또한 기업의 경우 수요-공급 간의 불균형이 가

연계하는 학연협동교육 모델을 개발·확산하고자

장 심하게 나타나는 부문으로 과학기술분야 청년

한다. 또한 학·연간 연구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인력의 대기업, 수도권 선호로 인해 한편에서는 중

공동연구센터(DRC: Degree & Research Center)

소기업 및 지역에서의 인력부족이 발생하고 다른

확대, 학·연간 개방형 인력교류 활성화 추진 등을

한편으로는 청년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적으

통해 개방형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로 중소기업 연구 및 기술인력 확보를 위하여 인

세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출연연구소 연구자의

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

연구몰입환경 개선’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기관

나, 잦은 이직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는

의 자율성 강화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출연

여전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2차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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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0> 이공계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이탈현상(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직장2기

인재
수급

직장1기
대학

장년실업
Unemployment Valley

퇴직실업
Unemployment Valley

청년실업
Unemployment Valley

가고교육

재교육

퇴직기술자

계획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

신기술 분야에 대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

하였다.

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기존 사업 및 신규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기업연구인력의 수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응력 제고’로서 재직 기술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기업의 교육기부 활동

재교육훈련 지원 및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

촉진’으로서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 전국경제인

역량을 보유한 친(親)기업형 고급인력 양성을 세

연합회 등 경제 5단체와의 교육기부 협의체 구성

부과제로 제시하였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녹색분

을 통해 교육기부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교육기부

야, IT융합 등 새로운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권역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중견·중

실시하여 재직자의 경쟁력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소기업 참여 확대하며 교육여건 낙후지역으로 교

R&D 기획 및 사업화, 지적재산권 등 연구자의 경

육기부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력개발 경로를 고려한 기술경영교육 등을 확대함

세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연구 잘하는 기업의

으로써 중·장년층 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 이

육성’이다.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하

탈현상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인

여 중소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신규채용에 대

접한 지역대학에서 산업현장의 문제해결을 중심

한 지원규모를 2014년까지 매년 1,000명(2011년

으로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산학협력 석·박사

8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준연봉과 지원기간

과정을 운영하고, 바이오, 융·복합 로봇, 차세대

을 늘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모바일, 스마트 TV, 사물지능통신, 해양에너지 등

부 또는 인근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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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수 여대학(원)생 연구력

하고자 하였으며, 이공계 우수인력 채용박람회 개

제고를 위해 연구장학금을 도입하고, 경력단절 여

최 확대(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대학과 공동 주최)

성 과학자의 일자리복귀자지원프로그램(Return-

등을 통해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정책

er Program)을 추진하며 및 파트타임 여성과학자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이다. 원로 과학기술인에 대하여는 평생 체득한 암

(5) (인프라 영역) 잠재인력활용 촉진 및 과학기술

묵적 지식을 인재양성 및 국가경제발전에 활용할

인력정책 기반강화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자 한다. 퇴직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해외 유동성 증가 및 우리

과학기술인력이 중소기업에 연구원, 기술고문 등

나라의 급격한 노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으로 채용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테크노닥터 사

해외, 여성, 원로과학자 등 잠재 인력을 적극적으

업, 원로과학기술자의 과학기술정보분석 및 과학

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관 큐레이터로의 활동 등을 지원하는 퇴직과학기

생활 속의 과학문화 확산,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

술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회적 인식 제고 등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정책

인프라 영역의 마지막 중점추진과제는 ‘과학기

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

술인력정책 수립의 기반 강화’이다. 2000년대 초

이 필요하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부각되면서 가장 많이 논의되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중점추진과

었던 것 중의 하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제를 제시하였다.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차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해외인력 활용 강화’이

기본계획을 통해 과학관협의회 가입기관 수 확대,

다. WCU(World Class University), WCI(World

사이언스 TV 송출가구 수의 확대(2012년 3월 현

Class Institute), Brain Pool, 기초과학연구원 사

재 1,388만 가구) 및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사업

업 등을 통해 석학 또는 중견급 해외인력(재외 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각

인과학자 포함)을 유치하고, 정부초청장학사업의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던 과학기술인력 육성·지

추진을 통해 외국인 석·박사과정 이공계 유학생

원 관련 정책 및 통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

을 확대하는 등 해외 고급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

리하고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력정책 전담기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연구인력에 대한

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한다. ‘이공계인력정책 전

비자 및 영주권 제도 개선, 편의성과 정주여건 개

담기관’은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실

선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 국가과학기술인력지도 작성 등 과학기술인력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인 ‘여성과학자 및 원로과

의 수요·공급과 양성·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정

학자의 활용 강화’를 위해 다음의 세부과제를 설정

보체제 구축을 통해 증거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인

하였다. 여성의 경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

력 육성·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터(2011년 통합센터 설립)를 중심으로 여성과학기
술인의 생애단계별 지원방안을 개발하고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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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차 기본계획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제2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정부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제2차 기본계획의 5개 영역의 15개 세
부추진과제의 추진을 통하여 초·중등 학생들의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를 최
대한 확보하고 육성하고자 한다. <표 5-1-4>에
는 제2차 기본계획의 6개 기대효과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제2차 기본계획이 기대 효과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서는 올해(2012)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기본
계획 대상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영역별 중점추
진과제별 성과목표를 정비하고 세부과제별 성과
지표를 정량화하는 등 기본계획 점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하여 제2차 기
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는 창의
적 과학기술인재대국으로서 세계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선진국에 한 걸음 더 다가서
게 될 것이다.

<표 5-1-4> 제2차 기본계획의 기대효과
현재
•과학에 대한 흥미도(OECD, PISA)

2015년

55위(57개국)

⇨

30위

•세계 200위권 대학(QS)

5개

⇨

10개

•수준급 엔니지어 공급정도(IMD)

47위(58개국)

⇨

30위권

•노동인구 천명당 박사학위자 수

3.5명

⇨

5명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OECD)

18.6%

⇨

25%

•두뇌유출지수(IMD)

3.4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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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1>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사업 현황

이공계인력 양성사업

초·중고

대학(원)생

●과학고, 영재학교
•영재학교(4개교, 1,274

GPS시스템

재·퇴직자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일반연구자

양성지원

•신진여성, 지역연구자 등의 풀

명) 및 과학고(19개교,

[Ⅰ유형]박사후 국내연수

1,332명) 운영

•국내 외 대학에서 박사

•’12년에는

영재학교(2

개) 및 과학예술영재학
교(1개) 추가지정 예정
•’12년

한국과학영재학

교 138억원(운영비), 19
개 과학고와 3개 영재
학교 549억원(입학전형
등 지원)

•국내 외 이공계대학 입
학예정자
•(국내)등록금 전액,
(해외)5만불
•’12년 (국내)450명,
(해외)40명 65억원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11년 418개 영재교육원
(43,038명)과

●대통령과학장학생

2,238개

영재학급(64,238명)

•박사과정(석박사 통합과
정생 포함)진학 예정자
•’12년 500명 이내, 155.5
억원(월 250만원)

학위를 취득하고 5년

•’12년 18.095과제, 4,270억원

이 경과하지 않은자(1
년, 연33백만원, 150명

●중견연구자

내외)

•창의·도전적 연구

[Ⅱ유형]박사후 국내연수

•3년, 연 1억원~3억원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

•’12년 473과제, 6,238억원

위를 취득하고 5년이 경
과하지 않은자(1년, 연

●리더연구자

33백만원, 12명 내외)

•세계수준의 연구 리더육성을
위해 장기 연구

[Ⅲ유형]대통령 Post-doc.

•3년~10년, 연 5억원~15억원

펠로우십

•’12년 66과제, 445억원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
위를 취득한 만39세 이

●여성연구자

육원(총 61개중 25개)

●국가(이공계)장학생

하의 자(5년, 연1.5억원,

•우수 여학생 이공계 진학 유도

65억원

•국내 4년제 이공계열 대

20명 내외)

•’12년 대학부설 영재교

및 여성과기인 육성·활용

학신입생(등록금 전액)
•’12년, 12,112명, 666억원

•(경력단절자)경력복귀를 원하
●WCU
•우수해외학자를

는 여성과학자에게 교육·훈련
국내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유치하여 융합학과 개

•석·박사급 이공계 우수

설 및 공동연구 수행

인재가 병역이행과 함께

(’12년, 30개 대학,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119과제, 688억원)

에서 연구경험을 충족할

※(석사) 최대 월 80만원,

수 있는 기회 부여(매년

(박사) 최대 월 250만원

2,500명)

제공 및 연구비 지원(리터너사
업, ’12년12.5억원)
•( 취업·재직)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추진
●퇴직과학기술인
•(테크노닥터) 퇴직 연구원, 퇴직
교수의 중소기업 취업(기술자

●BK21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자

문)지원(’12년 95명 내외, 19.6
억원)

를 지원하여 학문후속세

•(PosSEAT)고경력 과학기술인

대 양성(’12년, 65개 대

의 과학기술정보 모니터링, 정

학, 500개 사업단(팀),

보분석, 과학관 큐레이터 활동

2,045억원)

등 지원(’12년 모니터링 및 정보

※(석사) 월 50만원, (박사)
월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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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 사고와 예술적 감성까지 길러줄 수 있는 교

제2절

육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융합인재교육(STEAM)
본격 추진

(2) 수학·과학교육의 현주소
그러나 기존의 학교교육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
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우리나라 학생들
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과학 과목의
학업성취도는 수학이 50개국 중 2위, 과학이 4위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로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성적을 거두었으나, 과
목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못했다. 학생들의 과목

가. 정책 추진 배경

에 대한 자신감은 50개국 중 과학 27위, 수학 43
위, 과목에 대한 즐거움은 과학 29위, 수학 43위

(1)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로 나타나는 등 너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필요

(TIMSS, 2007). 암기식, 문제풀이식 수학·과학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지

교육으로 과목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실생활과

식기반사회는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일상

연계된 기술과 공학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현실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창의적 아이디어와 이를

반영된 것이다.

실현할 수 있는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으로 이어지는 사회이다. 따라서 창의적 아이디어

(3) 융합인재교육(STEAM)의 필요성 제기

를 과학기술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과학기술 인재

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 수학 교과에 기술, 공학

<그림 5-2-1> 수학·과학 과목에 대한 태도(TIMSS, 2007)
(50국 중)
43위

27위

수학

과학

자신감

43위

29위

수학

과학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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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술을 연계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추진

2. 주요 내용 및 성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 융합인재교육(STEAM)의 의의
나. 도입 경과
(1) STEAM 교육의 개념
(1) 정책추진 결정

융합인재교육(STEAM)은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

그간 과학기술계에서 우수한 이공계 인력 양성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학이나 수학 과목을 공

을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 내용과 체험·

학, 기술, 예술 등과 접목시켜 가르치는 교육으로

탐구 위주의 수학·과학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

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이에 2010년 말, 교육

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STEAM Lit-

과학기술부는 201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과학기

eracy)와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의미한다.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융합인재교육
(STEAM)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2) STEAM 교육의 목표

이후 “STEAM 교육 추진”을 부처 16대 중점과제

기존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학생들이 즐겁게 배

에 포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울 수 있도록 체험·탐구·실험 중심으로 전환함
으로써, 정립된 지식과 개념, 이론을 배우던 기존

(2) 제도적 기반 마련

과학교육을 넘어 지식을 왜 배우는지, 어디에 사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용되는지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지원 기본계획(2011~2015)·에 “미래형 STEAM

는 것이 목표이다.

교육 강화” 과제를 포함하였다. 수학, 과학, 기
술·가정, 예술 교육의 학습 내용·방식을 재구

(3) 외국의 사례

조화하고, 수학·과학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 (미국)

10여 년 전부터 STEM(Science, Tech-

학생들의 체험·탐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 교육을

내용이 과학기술 관련 기본계획에 최초로 반영되

통해 학생들의 과학·수학 과목에 대한 학업성

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예술

취도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융합 (STEAM) 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함으로

오바마 정부에 들어서서는 ‘미국 경쟁력 강화법

써 STEAM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안(America Competes Act of 2007)'을 통해

마련되었다.

STEM 교육을 강조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와 교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 ( 일본)

‘여유있는 교육’을 뜻하는 유토리 교육으

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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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고 학력강화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을 인식하고 관련 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국

초·중등학교의 수학·과학 등 필수과목 수업

가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시간을 확대하고, 관찰과 실험 활동을 강화하

나. 「STEAM 교육 활성화 방안」(2012.4.25)

게 되었다.

주요 내용
● ( 영국)

‘과학과 혁신에 대한 틀 2004-2014’을

수립하여 정부기금의 3억 5천만 파운드를 전략

(1) 교육과정

적으로 지원한 결과, 대입자격시험에서 STEM

●과
 학과·기술과에

기술·공학 연계·과목간 연

분야를 선택한 학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

계를 강조하고, 첨단과학기술 및 실생활 관련

다. 또한 기업과 기관, 학교 간의 연계를 통해

내용을 반영하며, 주입식 위주의 학습량을 20%

STEMnet(STEM Network)을 형성하는 등,

감축한다.

STEM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S
 TEAM 교육표준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체험학습프로

나가고 있다.

그램 보급하며, 수업모델·교수방법론·평가방법 등을
개발하여 현장에 지원한다.

● ( 핀란드) 1996년 교육부에서 ‘LUMA Joint Na-

tional Action’1)을 마련하여, 기업 연계 등을 통

(2) 교사역량 강화

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수학·과학 교육에 대

●첨
 단 과학기술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사대 교

한 문제 해결에 착수하게 되었다. 모든 학교급에

육과정 개편을 지원하고, ‘단계별 맞춤 STEAM

서 수학,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와 교수를 보강하

교사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여 수학과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대

-4
 대 과기대와 연계하여 ‘첨단과학교사연수센터(가칭)’

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를 지정·운영하고, 우수교사의 첨단과학기술역량 강
화를 위한 학위연수의 기회를 확대한다.

● ( 이스라엘)

1992년 ‘과학·수학·기술교육위원

-시
 ·도교육청 과학 및 기술교사 연수에 최첨단 과학기

회’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교육의 혁

술·공학 내용을 강화하고, 교육리소스 개발·확산을

신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과학과 예술교육의 통

위해 STEAM 교사연구회를 선정·지원한다.

합을 위해 과학예술영재학교(IASA)를 설립하여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3) 체험·탐구 활동 강화

제공하고 있다.

●교
 육과정을

기초로 STEAM에 대한 이해와 관

심을 높이고, 이공계 진로지도를 가능하게 하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과학·수학 교육의 중요성

기 위한 문제해결·설계중심의 탐구프로그램을

1) LUMA : 핀란드어 과학(LUonnontieteet)과 수학(MAtematiikka)의 앞 두 글자씩을 딴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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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다.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11년 8월 9

-학
 교 수학, 과학, 기술교육을 실생활과 연계하는 “제품
에서 배우는 과학(Reverse Science from Product)” 수

일에 과학 초·중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그 중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업모델 및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학
 교 밖 STEAM 교육 체험·탐구 프로그램, 영재교육-

<표> STEAM 개념의 과학과 및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반
영 내용

대학 연계 프로그램, 초중고생 대상 글로벌 과학체험교
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 과학과 교육과정
- (목표) 과학을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
와 관련지어 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

(4) 미래형 과학교실

는 능력을 신장

●첨
 단 과학기기·장비를 활용하여 미래형 수업을

- (교수학습방법)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

구현할 수 있는 ·미래형 과학교실·과 이 교실

과와 관련지어 통합된 내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도

에서 활용할 수업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입하여 지도
◈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 (목표)

‘기술의 세계’ 영역의 학습 주제는 과학, 기술,

(5) 지원 인프라 구축
●과
 학기술전문가의

공학, 예술, 수학 교과들과의 융합적 교육·학습 활

교육현장 활용을 제도화하

고,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교육

동을 수월하게 적용
- (교수학습방법) 기술·과학·공학·예술·수학 간
통합교육

지원단’, ‘대학생교육봉사단’ 등을 구성·운영
한다.
●S
 TEAM

교육에 창의체험자원지도(CRM)를 활

(나) 고교 융합형 ‘과학’ 교과 도입

용하고, 출연(연)과 국가R&D 과제에 초중등
STEAM 교육 지원을 포함토록 하며, 시·도교

물·화·생·지의 구분을 없애고 우주와 생명, 과

육청 평가에 ‘STEAM 교육 활성화 지원 정도’를

학과 문명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한다.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고교 융합형 ‘과
학’ 교과를 학교현장에 적용하였다. 융합형 ‘과학’

다. 주요 추진 성과

은 2011년에 88.8%, 2012년에 84.8%의 고등학교
에서 채택하였다.

(1) 교육과정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2009개정 교육과정
에 융합형 ’과학‘과목 도입을 확정(2009.11.19)한

(가) 교육과정 개정

이래, 인정도서 전환(2010.1), 교육과정 해설서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과학과, 기술·가정과

(2010.4) 및 모델교과서(2010.6월) 개발, 시·도

의 교육과정 목표에 STEAM의 개념을 반영하였

교육청 인정(2010.12)을 거쳐 학교에 보급하였다

다. 수학·과학교육과정 개발 연구, 과학과 교육

(2011.2).

과정 내용표준 개발 연구 등을 통해 반영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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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역량 강화

크숍을 갖고, 현장에서의 문제점, 애로사항, 수업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교사들 간의 소통을 통해

(가) 교사 연수

서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기회를 가졌다.

STEAM 교육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2011년에 정립된 교원연수체계(입문→기초→심

교사들이 STEAM 교육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화연수)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교사

공감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연구, 시범사업 등에

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교원에 대한 연수체

참여한 전문가들과 교사들이 입문연수를 위한 원

계를 구축·운영하여 선도교원 및 잠재교원을 확

격연수 콘텐츠 제작(2012.2~4)에 참여하여 2012

보하기 위해 교원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제작된 콘텐츠는 교육학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체계는 STEAM 교

술정보원의 콘텐츠 검증을 완료하였다(2012.5).

육의 기본개념 이해 및 현장 확산을 위한 입문(원

전국의 STEAM 관련 교과 26만 명을 대상으로 하

격)연수, 시·도 교육청 주관의 STEAM 프로그

는 입문연수는 금년에 1만 명 이상 연수를 목표로

램 재구성 및 수업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기초연

2012년 5월 18일부터 연수를 개시하였다. 교과부

수, STEAM 수업지도안 및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1기 3,000명, 2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화

기 5,000명 연수와 별개로 서울·경기 교육청에

연수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STEAM 교

서는 자체 연수기관을 활용하여 2,500명 이상의

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교장연

원격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입문연수를 보다 원

수와 교육전문직 연수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1년에는 2012년 본격 추진에 앞서 교원연수

2012년 5월 현재 원격교육연수원 지정을 기다리

요원으로 활용할 STEAM 파이오니어(Pioneer, 선

고 있다.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지정될 경우, 연중

도교원)를 양성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연수를 진

상시적으로 입문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

행하였으며, 총 611명의 교원이 연수를 수료하였

를 갖추게 된다.

다(1차 : 2011.8 한양대, 2차 : 2012.1 서울과학

기초연수는 STEAM 정책 이해, 수업 적용 사

기술대). 또한 KAIST-이화여대를 통해 ·첨단과

례, 수업 실습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실제 수업

학 교사연수센터·를 시범운영하여 총 200명(초

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기초연

등 80명, 중등 120명)의 교원이 첨단과학 연구현

수를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기본 커리큘

장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업에 반영할 수 있는

럼을 개발하여 강사 풀과 함께 시·도 교육청에

방안을 강구하는 연수를 받았다. 시범사업에 적극

제공(2012.5)하고, 2012년 6월부터 16개 시·도교

적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32명의 교사

육청 총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들은 미국의 스미소니언 연구소, NASA연구소 등

심화연수는 첨단과학에 대한 경험과 이해

의 첨단과학기술연구소를 방문하고, STEM Fo-

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STEAM 수

cused School의 수업사례를 체험하였다. 이와 더

업을 통해 전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

불어 STEAM 관련 시범사업 담당자들이 매월 워

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2011년에는 KAIST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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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여대의 ·첨단과학 교사연수센터· 시범사업

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교사 중

(2011.12~2012.6)을 통해 초중등 교원 200명을

심의 기존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을

연수하였다. 시범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2012

가진 과학기술·공학·예술 분야 전문가와 학교

년 4월에는 2012년부터 2+1년간 첨단과학 교사연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

수센터를 운영할 기관을 1권역(수도권, 강원, 제

동연구를 진행하고, 워크숍, 공개수업 등을 통해

주)과 2권역(충청, 영남, 호남)으로 나누어 공모

결과를 공유·확산한다. 그 내용은 STEAM 교육

하였다. 1차 공모(2012.4)에서 2권역은 KAIST가

관련 국내외 우수 프로그램 조사·연구, 과학기

선정되었으나, 1권역은 적격기관이 없어 추가 공

술·공학·예술이 융합된 STEAM형 교육과정 분

모(2012.5)를 통해 이화여자대학교를 선정하였다.

석, STEAM 수업 모델 유형에 따른 수업 프로그

KAIST와 이화여대는 첨단과학 관련 인력·시설

램 연구·개발 및 적용, STEAM 분야 진로 지도

이 풍부하고, 교원양성을 위한 연수인력도 우수하

에 기여할 수 있는 수업 프로그램 및 교재 연구·

여 심화연수 수행 기관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개발 등이다.

이와 더불어 시·도교육청에서 STEAM 교육을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으로 47개 교사연구회를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STEAM 연수를

선정·지원(2011.6~2012.2)하였다. 처음 진행된

진행하였다(2012.5.9). 시·도의 장학사, 장학관

연구였기 때문에 STEAM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

등 전문직이 STEAM 정책을 이해해야만 교사들

는 외부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컨설

의 STEAM 연수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

팅을 진행하였고, 매월 워크숍을 통해 정보를 교환

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원격연수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

교육원으로 지정될 경우 전국의 모든 학교장을 대

은 학교에서 직접 수업에 적용하면서 미진한 점을

상으로 STEAM 교육 이해를 위한 입문(원격)연수

보완해 나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관(교육과학

를 진행할 예정이다. STEAM 교육이 학교 현장

기술부) 참석 하에 개최된 성과발표회에서 공유

에 빠르고 넓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이해

하였으며, 성과발표회에는 약 500여명의 STEAM

와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말에

관련 교사들이 참여하였다(2011.11).

는 STEAM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사

2012년에는 현장적용성이 가장 높은 STEAM

례를 창출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외의 첨단과학

수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교사연구회 지원규모

기술 시설을 경험하고 STEAM 교육 수업을 체험

를 15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었다. 150개 교사

할 수 있는 해외 우수기관 단기연수의 기회를 제

연구회를 선정하고자 공고한 1차 공모(2012.3)에

공할 것이다.

서는 207개 과제가 접수되었다. 방학 중에 진행된
공모기간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수의 과제가 접수된

(나) STEAM 교사연구회

것이다.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교사연구회는 STEAM 관련 교과 현직 교사,

신청서의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150개 과제

STEAM 분야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이 연구팀을

를 모두 선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구성하여 현장 적용성이 높은 STEAM 수업모델

에 따라 120개 과제만 선정하고 2차 공모(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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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다. 3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었던 2

여 지원한다. 2012년 4월 교사연구회와 함께 발

차 공모에 190개 과제가 접수되었다. 190개 과제

족식을 개최하였으며, 리더스쿨이 STEAM 교육

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우수한 신청서가 많다는

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

의견에 따라 30개가 아닌 50개 과제를 선정하였

체 교사연구회와 공동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

다. 결국 2012년에 지원할 STEAM 교사연구회는

(2012.5.6~6.1)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지역별

당초 계획상의 150개 보다 20개가 많은 170개 과

STEAM 교육 활성화 모임을 구성하여 지역 내 교

제가 선정되었다. 이후 교사연구회 발족식을 개최

사연구회와 리더스쿨이 상호 교류하면서 STEAM

(2012.4)하였으며, 교사연구회가 STEAM 교육 정

교육의 학교 현장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책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격월(5,7,9월) 워크숍, 성과보고회(2012.11월) 등

교사연구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였

에도 교사연구회와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다(2012.5.6~6.1). 향후 교사연구회의 연구책임
자를 대상으로 격월(5,7,9월) 워크숍을 개최하여

(나) 체험·탐구 중심의 콘텐츠 개발·보급

개발한 수업모델과 성과를 공유하고, 종합적인 성

STEAM 교육이 처음으로 시행된 2011년에는 학

과보고회를 개최(2012.11)할 예정이다.

교현장의 STEAM 교육에 활용할 콘텐츠, 프로그
램을 어떠한 방향에서 개발·보급할 것인지에 대

(3) 체험·탐구활동 강화

하여 STEAM교육 수업모델 개발연구, 예술교사
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기술교사를 위한 프

(가) STEAM 리더스쿨

로그램 개발연구, 과학·예술 융합형 프로그램 기

STEAM 리더스쿨은 STEAM 교육 내용을 학

획 연구, 설계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등 5개

교 교과목 편성에 반영하고, STEAM 과목을 시

과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STEAM 교육에 활

범적으로 학교교육에 적용·운영하는 학교이다.

용할 수 있는 해외의 우수 콘텐츠를 도입하기 위

STEAM 리더스쿨은 학교 전체의 운영을 STEAM

하여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2011.9.7), 시카고과

교육에 맞추어 운영함으로써, STEAM 교육의 현

학산업박물관(2011.12.1) 등과 STEAM 교육 추진

장 적용가능성을 점검하게 된다.

을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과 MOU를 체결하였다.

2011년에는 시·도별 2개 학교, 총 32개(초8,

2011년에 진행된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2012년

중5, 고3) STEAM 리더스쿨을 시범 운영하였다.

에는 주요 주제 융합형(16개 분야), 첨단제품 활용

STEAM 리더스쿨을 통해서도 수업모델을 개발하

형(10개 분야), 과학·예술 융합형(4개 분야) 등 다

고, 직접 수업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

양한 분야의 STEAM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

며, 일관성 있는 STEAM 교육을 위해 STEAM 교

이다. 또한 첨단과학의 내용을 담은 이들 콘텐츠의

사연구회와 공동으로 컨설팅, 워크숍, 성과발표회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과정에서 리더스

등에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하였다.

쿨, 과학중점학교 등의 학생들을 통해 중간 점검할

2012년에는 총 80개(초42, 중25, 고13)의 STEAM
리더스쿨을 선정(2012.2, 시·도교육청 주관)하

예정이다. STEAM 콘텐츠 개발의 주요 내용은 아
래 <표 5-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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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STEAM 콘텐츠 개발 주요 내용
콘텐츠 유형

주요내용

주요 주제 융합형

과학기술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 주요 이슈 또는 현안과 관련 있는 주제 중심으로 유형별 프로그램

첨단제품 활용형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첨단 제품 속에 적용된 과학기술 원리를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프로그램

과학•예술 융합형

과학기술과 예술의 상호촉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다) 학생 연구활동 지원(STEAM형 R&E 과제)

(4) 인프라 구축

2012년에는 과학중점학교, 과학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실생활 문제를 정의·설계

(가)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 지원

하고 탐구할 수 있는 연구 활동(R&E: Research &

미래형 과학교실은 개방된 실험·실습 공간에 최

Education)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STEAM

첨단 기자재를 갖춤으로써 STEAM 수업을 이상적

형 R&E 과제는 지도 교사 1~2인, 학생 5인 내외,

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수업의 유형에 따

관련 외부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실생활 주

라 공동 실험, 토론 수업, 개별 제작 등이 가능하

제를 탐구·교육하게 되며, 2012년 4월 70개 과제

도록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태블릿 PC, 스마트 패

를 공모·선정 하였다.

드 등의 최첨단 기자재를 구비하여 학생들이 필요
할 때마다 정보를 찾아보고,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

(라) 외부 자원을 활용한 학교 내 체험·탐구 기회 확대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동아리 중심 대학생 교육기부단의 방

2011년에는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운영 방안

과후 프로그램, 토요 프로그램 등에 STEAM 콘

에 대한 정책연구, 미래형 과학교실 수업모델 및

텐츠를 제공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확산을 추진

Application기반·Web기반 소프트웨어 발굴·개

하고, 과학창의앰배서더에 STEAM 분야 전문

발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통해 미래형 과학교실 구

가, 교사 등을 포함시켜 학교현장 강연 등을 통

축을 준비하였다.

해 STEAM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일 예
정이다.

2012년 2월에 32개(초14, 중6, 고12) 학교를 선
정하였으며, 2012년 3월에 미래형 과학교실 담당
교사 워크숍과 2012년 4월에 미래형 과학교실 학

(마) 외부 자원을 활용한 학교 밖 체험·탐구 기회 확대

교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진행 방향을 설명하

2012년에는 국립과학관의 전시품과 연계한 STEAM

고 효율적 구축·운영방안을 공유하였다. 또한 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체험·탐구 기

책연구진, STEAM 분야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이

회를 제공(상반기 내)하고,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참여하여 전체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학교를 대상

생활과학교실 등 과학문화확산 활동을 통해 학생

으로 구축·운영에 관하여 컨설팅(2012.5.8~24)

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탐구 프로그램을 운영

을 진행하였다. 2012년에는 미래형 과학교실의 공

할 계획이다.

간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 2012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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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전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기자재 확충과

3. 향후 과제

STEAM 수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가. STEAM 교육 현장보급 확대
(나) STEAM 교육 파트너십 구축

STEAM 교육 파트너십이란 학교현장의 교사뿐만

2011년 시범사업과 2012년 본격 추진을 위한 사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여 학교로 가서 체

업에도 불구하고, 교사 2만여 명 연수, 교사연구

험·탐구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들이 방문하여

회 170개, 리더스쿨 80개, 미래형 과학교실 32개,

체험·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활

STEAM형 R&E 70개 등은 STEAM 교육이 전체

동(STEAM Outreach)을 말한다.

학교에 확산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현

2011년에는 STEAM 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 연

재의 다른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STEAM 교육이

구를 통해 STEAM Outreach 프로그램 개발, 과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학기술교육지원단 및 대학생 봉사단 구성방안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을 제시 하였다. 또한 출연연, 기업, 대학 등에 적

이를 위해 STEAM 리더스쿨, 교사연구회, 파이

용할 수 있는 30여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

오니어 교사 등 선도그룹을 확대하여 학교현장에

중·고별로 총 4차례 시범적용(2012.1~2)하였다.

STEAM 교육을 확산하는 “선도확산 전략”, 시범
사업 우수사례·콘텐츠를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다) 일선 학교·교사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시행

학생들의 체험·탐구활동을 강화하여 STEAM 교

STEAM 교육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2012년에는

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저변확대 전략”을 동시에

‘STEAM 교육 100대 학교’ 인증마크제 시행, 기관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창, 학교장 STEAM 원격연수 등을 통해 학교장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STEAM 우수교원

나. 현장 수용성 확대

해외연수, 우수교사·과제에 대한 표창 등을 통
해 일선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와 사기 진작을 도

초·중·고등학교는 학교급별로 학습여건에 차이

모할 계획이다.

가 있으므로 차별화된 수업방식을 적용하여 학교

<표 5-2-2> STEAM Outreach 프로그램 시범적용
프로그램 명
건국대-충주고 융합인재(STEAM) 양성 겨울방학 캠프

유형
대학(개인)

운영 일시
2012.1.19~20

로봇캠프를 통한 STEAM교육(미래 로봇 시대를 어떻게 이끌까?)

대학(개인)

2012.1.30~2.1

비행기를 만들고 멋지게 날려보자

기업

2012.2.22

출연연

2012.2.28~29

융합인재교육(STEAM)
케미드림스쿨 1박 2일

운영 대상
충주고(중점과정)
학생 50명
선암초(4~6학년)
학생 20명
충남고(1학년) 학생 20명
대전지역 중학교 동아리
학생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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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학교급별 적용 수업방식
학교급

수업방식

초등학교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좋아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가 협업하는 체험 위주의 ‘교과 연계형’ 강화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부담이 없으므로 ‘교과내 수업형’, ‘교과 연계형’, ‘창체•방과후 활용형’ 등 모든 유형의 STEAM 수업 진행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정규교과 시간 활용이 어려우므로 창체시간 또는 방과 후를 활용하는 ‘창체형’ 또는 ‘동아리형’
에 주력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라. 교육과정 총론 개정

따라서 STEAM 교육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
는 ‘교과연계형’ 수업을 장려하되, 학교별 상황을

현재 과학과,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목표와 교수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유도

방법에는 STEAM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나, 모

할 계획이다.

든 교과가 STEAM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총론에 STEAM 교육을 고

다. STEAM 교육 현장 확산을 위한 사회

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

자원 활용

해서는 정책연구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합의가 도
출될 수 있을 정도의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STEAM 교육 본격 추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서 STEAM 교육의 필요
성을 공감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
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기부를 활용하여 기업, 대학, 출연
연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STEAM 교육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대학생 봉사단이 학
교로 찾아가 STEAM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들
과 체험·탐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
업과 출연연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체험·탐구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3년에는 교육기부에 참
여하고 있는 기업, 대학, 출연연, 개인 등을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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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가. STEAM 수업 유형
●S
 TEAM

수업 유형

구분

주요내용

•교과내 수업형

- 하나의 중심 교과에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적 요소(원리, 동향, 연관직업 등) 연계
- 수업시간 확보와 수업 진행은 용이하나, 타교과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 곤란

- 주제 중심으로 관련된 여러 교과를 연계
- 주제에 대한 융합적 이해가 용이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프로젝트 수업, 팀티칭, 코티칭 등) 가능하나, 수업시

•교과 연계형

간 확보 곤란

•창체•방과후

- 주제 중심으로 전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별도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형

- 수업 시간 확보가 가장 용이하나, 교육과정 재구성, 추가 수업 등 교사의 추가 부담 발생

●시
 범사업에서

구현된 STEAM 수업방식

구분
교과내 수업형

수업방식
하나의 중심 교과 내에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요소를 연계하여 수업 진행

교과 연계 수업

주제(문제) 중심으로 관련된 여러 교과를 연계하여 수업 진행

교육과정 재구성

주제중심으로 전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 진행

교과-창체 연계

교과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후학교 시간을 연계하여 수업 진행

교과
연계형

창체시간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블록타임으로 구성하여 주제(문제) 중심으로 관련된 여러 교과를 연계하여
수업 진행

창체•
방과후

교내 동아리 활용

교내 동아리를 활용한 STEAM 탐구 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탐구력 신장

활용형
교내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교외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학교 행사와 연계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폭 넓은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
동 운영

지역사회, 지역 내 학교, 기업 등과 연계한 STEAM 프로그램 전개 및 STEAM형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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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EAM 교육 현장적용 사례
(1) 교육과정 재구성형

주제중심으로 전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 진행

●사
 례

: 동물들의 SOS(이대부초 4학년 대상)

- ‘생태계와 환경보호’에 관한 수업을 위해 ‘동물들의 SOS’ 라는 주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과학, 수학, 예술 요소를 연
계하여 수업 진행

구분

과학

수학

•생태계 원리 이해

수업내용

•먹이사슬 이해

미술

•그래프를 활용한 생태계 평형 이해

•먹이사슬 모빌, 먹이 그물
꼴라쥬 제작

-미
 술 교과를 활용한 생태계 보호 관련 수업진행으로 학생들의 흥미 유발 및 모둠 단위의 작품 제작으로 타인에 대한 배
려 및 협동심 배양
-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준거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구 분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내

용

•생태계 파괴 관련 영상 시연을 통해 멸종위기 생물을 알리고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
•생태계 원리 및 먹이사슬, 생태계 평행 등의 이해를 통해 먹이사슬 모빌 및 먹이그물 꼴라쥬 설계·제작
•동물원 견학을 통해 다양한 시점에서 동물의 모습과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활용하여 멸종 위기 생물을 알리는
생태계 디오라마 제작

- 관련수업사진

먹이사슬 모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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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내 수업형

하나의 중심 교과에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요소를 연계하여 수업진행

●사
 례

: 도전 탄소제로 하우스(대구교대부설초 6학년 대상)

- ‘지구 온난화와 이산화탄소의 관계 이해’ 수업을 위해 ‘탄소제로 하우스 설계’라는 주제로 과학 교과 내에서 수학, 기술, 공
학, 예술 요소를 연계하여 수업 진행

구분

수업내용

과학(중심교과)

수학

•이산화탄소 이해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

•탄소배출 절감

관계 그래프 이해

기술가정

•탄소제로 하우스 설계

미술
•탄소제로 하우스 모형
제작

- ‘지구온난화’라는 실생활 관련 주제를 활용한 수업 진행으로 아이들의 지구온난화 관련 경각심 고취 및 흥미 유발을 통한
관련 분야로의 진로 유도
-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준거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구분

내용

상황 제시

•지구온난화 관련 영상 및 탄소절감 제품 등 해외 사례 제시를 통해 탄소제로 하우스를 제작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

창의적 설계

•기존 탄소절감 제품 분석을 통해 탄소절감 방법을 구상하여 탄소제로 하우스를 설계·제작한다.

감성적 체험

•기타 탄소절감 제품 제안, 탄소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탄소절감의 실천의지를 다지기

- 관련수업사진

지구온난화 동영상 시청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관계 이해

설계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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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 연계 수업형

주제(문제) 중심으로 관련된 여러 교과를 연계하여 수업 진행

●사
 례

: 현의 길이 비율을 이용한 전자기타 만들기(부산 대연중 2학년 대상)

- ‘전자기타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블록타임과 팀티칭을 활용하여 교과 연계형 수업 진행

구분

과학

수학

기술가정

수업 내용

•소리와 파동 이해

•피타고라스 음계 이해

•나만의 전자기타 만들기

음악
•현의 길이에 따른 소리의
높낮이 이해
•전자기타 연주

-평
 소와 다른 형태의 수업이며, 직접적 체험과 예체능이 포함된 수업진행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아이들의 폭넓은 이해와
흥미 유발
-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준거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구분

상황 제시

내용
•현의 길이에 따른 소리의 높낮이 시연을 통해 현의 길이와 음계의 관계를 찾아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자신만의
전자기타를 만들고자 하는 동기 부여

창의적 설계

•소리와 파동 및 피타고라스 음계 학습를 통해 음계 구성방법을 이해하여 간이 전자기타를 설계하고 제작

감성적 체험

•음계 구성을 통한 간이 전자기타 제작 후 제작한 전자기타를 이용하여 전자기타 연주

- 관련수업사진

원리이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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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타 설계

전자기타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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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 연계 수업형

주제(문제) 중심으로 관련된 여러 교과를 연계하여 수업 진행

●사
 례

: 개인용 컴퓨터의 구조 이해(태백기계공고 2학년 대상)

- ‘개인용 컴퓨터의 구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블록타임과 팀티칭을 활용하여 교과 연계형 수업 진행

구분

과학

기술가정

수업

•정보의 발생과 전달

내용

•첨단정보통신기기의 이해

미술(디자인)

•컴퓨터 구성요소 이해
•컴퓨터 메인보드와 인터페이스 이
해

•미래 컴퓨터 디자인
•QR 코드 디자인

-특
 성화고의 특성상 교과간 연계가 용이하며, 배정된 실습시간을 활용하여 디자인 및 제작 수업이 가능하여, 학생의 흥미 유
발이 가능한 주제를 활용하여 체험 위주의 수업 진행 가능
-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준거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구분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내용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를 분해·조사하여 컴퓨터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이해 및 미래에 사용될 컴퓨터를
디자인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컴퓨터의 구성요소 및 인터페이스, 첨단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미래에 사용될 컴퓨터 설계
•나만의 컴퓨터 설계 후 다양한 디자인 툴(일러스트레이터, CAD)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컴퓨터 디자인 진행. 또한,
최신 정보통신 기술인 QR 코드를 활용하여 컴퓨터 정보저장 및 전달 실습 진행

- 관련수업사진

컴퓨터의 구조 이해

미래 컴퓨터 설계

QR 코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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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의적체험활동(방과후학교) 활용형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블록타임으로 구성하여 주제(문제) 중심으로 관련된 여러 교과를 연계하여 수업 진행

●사
 례

: 나만의 계영배 만들기(충북고 1학년 대상)

- ‘나만의 계영배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수업 진행

구분

과학

수업

•압력과 중력

내용

•사이펀 원리

수학

기술가정

미술

•부피에 따른 물의 양 조사

•나만의 계영배 설계

•계영배 디자인, 제작

-교
 육과정 재구성이 어렵고 입시의 영향을 받는 고등학교 환경에서 해당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창체 시간을 활용한 심화·
확장 수업진행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폭넓은 이해 및 흥미 유발
-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준거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구분

내용

상황 제시

•물과 압력에 관련된 문제제기, 계영배 관련 영상 시연 및 관련 고문 소개 등을 통해 나만의 계영배 제작 동기 부여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압력과 중력, 사이펀 원리, 부피에 따른 물의 양 이해 등을 통해 나만의 계영배 설계, 디자인 및 제작
•나만의 계영배 설계·제작 후 지역사회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도자기 제조공정 과정 견학을 통해
계영배 도자기 제작

- 관련수업사진

계영배 원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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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계영배 설계

나만의 계영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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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내 동아리 활용형

교내 동아리를 활용한 STEAM 탐구 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탐구력 신장

●사
 례

: 부산 대연중

-교
 내 동아리 구성원들의 STEAM 탐구활동 지원 및 지역 대학을 연계한 R&E 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탐
구력 신장을 도모

※ STEAM 학생 동아리 편성 사례
동아리명

연구주제

자이로스코프의
군사, 산업적

Torque

활용 방안에
대한 탐구

산화 환원의

Flourine

catalyst

산업적 활용

멘토

활동

부경대

월2회

화학과

정기적

교수

활동

부경대

월2회

화학과

정기적

교수

활동

빛의 파장에 따른

부경대

월2회

태양광 발전효율

화학과

정기적

에 대한 탐구

교수

활동

스팀 적용요소
S

회전 역학

T

미사일 ,선박의 수평 유지 장치, 우주선 등 다양한 공학 분야

E

스마트 폰에서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활용한 어플 개발

M

미적분학의 요소를 활용한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 표현

S

산화·환원 반응을 통하여 일어나는 환원전위, 테르밋 반응 등

T

산화와 환원을 이용한 신기술 개발

E

테르밋 반응을 이용한 간단하게 철물 제작

A

쇳물을 이용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모양의 도형 제작

M

알루미늄 등 금속끼리의 질량과 분자수에서 수학적인 비 발견

S

태양전지, 빛과 에너지

T

태양전지 생산 기술

E

발전 효율을 고려한 태양전지 만들기

- 활동사진

연구실 세미나 참석

실험실 견학

태양전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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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내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형

학교 행사와 연계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폭 넓은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사
 례

: 용인독정초의 STEAM 페스티발

- 학교행사와 연계하여 STEAM 요소가 반영된 주제로 월 1회 이상 전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사례(행사명 : 레인보우 페스티발)
구분

시기

프로그램명

색

의미

Red

열정

융합아이디어 공모전

Orange

사랑

융합 독서 한마당

Green
Deep Blue

조화
도전

융합 창의 체험 축제
독정 F1 그랑프리

Blue

협동

융합과학 체험학습

Yellow
Violet

호기심
존엄

다빈치 프로젝트
융합작품전시회

활동내용
더하기 아이디어 광고만들기
소리 융합 아이디어 공모전
융합 독서 골든벨
융합 독서 논술 대회
융합 창의 축제
모형자동차 경주대회
국립과천과학관 체험학습
국립중앙과학관 체험학습
다빈치 프로젝트 발표회
내가 만든 장난감 전시회

10월

11월
12월
2월

※ 융합 창의 체험 축제 프로그램 사례
활동주제
나도 피카소
나는야 미래의 휴대전화 디자이너
종이로 만드는 건축물
성냥개비야 놀자
LED 전구

STEAM 요소

내용

S

•직선을 연결하여 곡선 만들기
•아름다움을 생각하여 선 연결하기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특징 살펴보기
•미래의 휴대전화 디자인하기
•만들고 싶은 건축물 설계도 그리고 제작하기
•완성된 건축물을 아름답게 꾸미기
•성냥개비를 가지고 단어 만들기
•성냥개비를 활용하여 도형 만들기

○

•폐휴대폰 밧데리와 재활용 우유곽을 재료로 나만의 LED전구 만들기

- 활동사진

융합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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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융합 독서 한마당

다빈치 프로젝트 발표

○

T

E

A

M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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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외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형

지역사회, 지역 내 학교, 기업 등과 연계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전개 및
STEAM형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사
 례

: 대전용산초의 STEAM형 창의적 체험활동

- 지역사회 및 학교·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형태의 STEAM형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STEAM형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사례
STEAM 주제

창체 ①
관평천 탐사
프로젝트

학년

프로그램

시간

장소

1

•관평천의 가을

4

관평천, 학교

2

•관평천의 물고기 탐험

4

관평천, 학교

3

•관평천의 동물

4

관평천, 학교

4

•관평천의 가을 식물

4

관평천, 학교

5

•관평천의 작은 생물

4

관평천, 학교

6

•관평천의 환경 오염과 보존

4

관평천, 학교

창체 ②

1~2

•흙 속 생명 체험(도자기)

4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학교기업

3~4

•로봇 공학 속으로

4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탐방

5~6

•전자키트의 세계

4

대전공업고등학교

1

•교통 안전과 문화시민

4

교통안전문화센터

창체 ③

2

•창의에 날개를 달다.

4

창의나래관

대덕연구

3

•생명의 신비

4

생물탐구관

개발특구를

4

•시간을 담은 땅의 기록

4

지질박물관

찾아서

5

•우주에서 살아남기*

4

항공우주연구원

6

•정부출연 과학기관 홍보체험

4

첨단과학관

1~6

•STEAM 페스티발
- 작품 전시회
- 학습 발표회
- 학부모 연수
- 과학연극 공연 관람

6

학교

창체 ④
STEAM
페스티발

* 우주에서 살아남기 프로그램 : 지구와 달, 태양계와 별 관련 교육과정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심화·확장(지역내 연구소 연계 등)하여 우주에서 살아남기에 적합한 우주
복을 제작하고 패션쇼를 통해 시연

- 활동사진

지역내 연구소 견학

우주복 구상, 설계

우수복 패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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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EAM 교육현장 의견
(1) 대전용산초등학교(2011년 연구시범학교)
● ( 학생)

월별로 STEAM 프로그램을 해보면서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직접 해보니 즐거웠다. 특히 STEAM 페스티발 때 그동안 ‘물(9월)’과 ‘동물(10월)’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공연하며 무대에 오른 것이 너무 뿌듯했다. (3학년 김시운)
● ( 학부모)

……페스티벌을 보면서 그동안 여러 과목을 융합하여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학습발표회 및 결과물 전시회가 다른 학교와 차별이 있어서 좋았다. (2학년 김영진 어머니)
● ( 교사)

융합인재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생활이 과학이고

곧 융합이다’라는 마인드가 자리 잡은 것 같다. 같은 수업 활동이라도 과학적, 수학적 혹은 예술적으로
사고를 확산하여 질문하는 습관도 생겼다. (교사 박수진)

(2) 대구교대부속초등학교(2011년 연구시범학교)
● ( 학생)

……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어렵다고만 생각하여 흥미를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까지 STEAM 수업을 하니까 다른 과목과 연결해서 과학을 공부하니 더욱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
어서 흥미로웠다. 이 STEAM을 배우고 나서 꿈 하나가 더 생겼다. 바로 천문학자이다. (5학년 이주연)
● ( 학부모)

과학수업인가· 아니면 미술수업인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STEAM 수업의 내용을 듣고 신

선한 충격이었다. 어쩌면 그런 수업을 많은 아이들이 원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 과목 간
에 서로 경계 없이 자유롭게 지식들이 넘나들 때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쑥쑥 자랄 것 같다. (6학년
이성빈 어머니)
● ( 교사)

STEAM 수업은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시도할 수 있었다. 특히 아이디어

를 산출하기 위해 제작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만들어보며 다시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머릿
속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면서 아이들은 무척 즐거워했다. (교사 최수정)

(3) 서울월정초등학교(2011년 교사연구회)
● ( 학생)

…… 1학기 수업이었는데도 2학기 겨울방학이 다가오는 지금에서도 그 때의 수업 내용이 기억

에 남는다. ……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보고 싶어서, 우리 모둠의 친구들과 한참을 의논해서 즐
거웠던 생각이 떠오른다.
● ( 학부모)

우리 아이가 요즘 과학수업을 하고 오는 날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재미있었다’와 ‘기억에

오래 남아’였다. …… 요즘 체육시간을 기다리는 것만큼 과학수업을 기다리면서 뭔가 만들고 뭔가 해결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보니 부모된 입장에서 덩달아 신이난다.
● ( 교사)

…… STEAM 교사 연구회를 통해 깨달은 것은 융합인재교육은 이제껏 해왔던 수업 현장에서 조

금 더 탈학문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열린 태도가 더해지면 된다는 것이다. (월정초 저경력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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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전교육청 STEAM 연구회(2011년 교사연구회)
● ( 학생)

…… 직접 집이라는 공간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면서, 집이 과학·수학·공학·예술·환경 등 다

양한 분야가 융합되어 만들어진 결정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만큼 재미있었고 오기가 생기는 활동이었다. (반석고 학생)
● ( 교사)

…… 수업의 주제가 ‘에너지절약주택’이라고 소개하자 학생들의 반응은 “어려워요~, 지루해요

~”였다. 그러나 과학적 원리뿐 아니라 음악 기술적인 요소를 융합하여 창작물을 제작하는 수업 흐름을
설명하자 학생들이 흥미를 갖기 시작하였고, ……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덕전자기계고 교사 진영미)

(5) 서산여자중학교(2011년 교사연구회)
● ( 학생)

정말 재미있고 유익했다. 이렇게 신기한 실험이나 만들기를 해본 건 처음이었다. (서산여자중학

교 학생)
● ( 교사)

처음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아이들이 즐거워할까·” “STEAM이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어렵지

않을까·” 둥 교사로서 많은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너무나 잘 해주었고 더 뛰어난 모습을 보
였다. ……아이들은 문제 상황에 맞닿을 때마다 지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고민하고 더 연구하였다.
(서산여자중학교 교사)

(6) 대구 북동중학교(2011년 연구시범학교)
● ( 학생)

처음에 선생님이 모스부호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주셨을 때 신기했다. 지금은 휴대폰으로 통신을

하니 통신은 당연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수학시간에 배운 이진법이 컴퓨터 통신의 기호가 되
고 아주 멀리까지 광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융합을 하니 여러 가
지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북동중학교 학생 노혜림)
● ( 교사)

먼저 융합교육을 하면서 교사가 부지런해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다. STEAM 프로젝트를 수행하

면서 자신의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연관 교과의 교육과정도 살펴보게 되었
다. (북동중학교 교사 문희정)

(7) 인천 청라고등학교(2011년 교사연구회)
● ( 학생)

수업 후에도 토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 수학시간에 각도기 만드는 것에 대해서 수업시간

후 저희들끼리 모여 어떻게 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해보고 의견도 나눴습니다.
● ( 교사)

이번 수업을 통해 STEAM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아직 명확하게 답을 내리진 못했지

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STEAM이 멋지게 실현되는 학교를 마음껏 상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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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 영도여자고등학교(2011년 교사연구회)
● ( 학생)

안압지에 가서는 그저 ‘물이 왜 맑지 않을까·’ 라고만 생각했다. 이렇게 단순한 의문이 탐구 주

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그저 문화재라고만 생각했던 안압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생태
학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 이 과정에서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생각들을 이것저것 해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 (영도여자고등학교 학생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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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재교육 강화

서는 ‘잠재력 발현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
화’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영재교육기관 운영 개선’,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
보’,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영재교육
지원체계 정비’라는 5대 추진 전략 하에 영재교육
의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이러한 10년에 걸친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노력의
결과, 영재교육 수혜율은 2012년 1.76%로 확대되

가. 정책 추진 배경

었으며, 교사 관찰·추천제 도입 등 가시적인 성
과를 거두었다.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1995년 「5·31 교육개혁보

또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조사회로의 사회·경

고서」에 영재교육이 언급되면서부터 정책 차원에

제적 변화, 과학기술과 산업 등의 분야에서의 융·

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1983년 경기과

복합화 현상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핵심 인

학고 설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수 인재 양성을

재 육성의 필요성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 「제2차

위한 교육에의 관심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영재교육

수립을 통해서도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

의 정의에서부터 영재교육 대상자, 영재교육기관,

한 초·중등 교육 단계의 영재 교육 강화 여건이

교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영재교육진흥법을 2000

조성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 인재에 대한

년에 제정하게 되었다.

체계적 육성이 필요성은 이전보다 더욱 강조되고

영재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적 차

있다.

원에서 영재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중장기
적인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영재교육진흥종합

나. 도입 경과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 「제1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2003~2007)」을 수립하여, 영재성 계발

●2
 000

「영재교육진흥법」제정

기회의 확대, 영재교육 기관의 특성화 및 세계 수

●2
 002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3~2007)」

준 영재 육성, 고등교육단계와 영재교육의 연계

수립

성 확보,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 영재
교육 연구·지원 기능 강화 등을 세부 과제로 설

●2
 003

부산과학고 영재학교로 지정·전환

※ 한국과학영재학교로 교명 변경(2005)

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영재교육 수혜율이

●2
 004

수월성교육 종합대책 수립·발표

2003년 0.26%에서 2007년 0.59%로 증가하고 다

●2
 005

영재교육진흥법 일부 개정

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등,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었다.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에

※영
 재교육대상자 선발권자를 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
장으로 변경 등
●2
 007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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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2
 012 과학예술영재학교 지정(인천과학예술영재

●2
 008

과학영재학교 추가 지정(3개교)

●2
 009

한국과학영재학교 KAIST 부설화 완료

●2
 009

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 개교

●2
 009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과학고 입학전형

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 주요 내용 및 성과
가. 영재교육 기회의 확대

개선방안 포함)
●2
 010

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 개교

●2
 011

과학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개교

● 2012


「영재교육진흥법」제2조 1호에서는 영재를 ‘재능이

과학영재학교 추가 지정(대전과학고, 광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

주과학고)

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

<표 5-3-1> 영재의 정의(미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싱가포르)
국가

영재의 정의
지적, 창의적, 예술적, 리더십 능력 또는 특정 학문 영역에서 높은 성취능력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그러한

미국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위해서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교육(서비스 또는 활동)을 요구하는 학생

오스트리아

매우 높은 잠재적 성취의 증거인 (상당한)능력과 (특수한)재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지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예술적 분야에서의 수행이 뛰어난 아동

이스라엘

초등 3학년부터 상위 5% 학생을 영재로 분류하여 정규과정 외의 차별화된 영재교육 실시

싱가포르

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 대상 상위 1%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 엘리트 육성 이라는 목표 하에 차별화된 교육 실시

<표 5-3-2> 영재교육 대상자 연도별 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31,100

39,011

46,006

58,953

73,865

92,198

111,818

118,377

전국 초중등학생수(명)

7,757,900

7,724,840

7,757,023

7,617,800

7,387,047

7,262,715

7,012,196

6,721,176

비 율(%)

0.40

0.50

0.59

0.77

1.00

1.27

1.59

1.76

영재교육
대상자수(명)

※ 2008년도부터 과학고 학생 포함

<표 5-3-3> 영재교육 대상자 학교급별 현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영재교육 대상자수(명)

65,382

40,200

전체 학생수(명)

2,951,995

1,849,094

비율

2.21%

2.17%

* 과학영재학교 및 과학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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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정규*

비정규

계

4,905

7,890

12,795

1,920,087
0.26%

0.41%

계
118,377
6,721,176

0.67%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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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재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인 이유

있지만, 대체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학생

로 인해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영재교육에서

을 의미한다.

소외되기 쉬운 문제점도 있었다.

2008년 이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영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의 평소 학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영재교육 확대를 목표로

교생활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학생의 잠재성과

영재교육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여, 영재교육 대상

재능, 적성과 흥미를 관찰할 수 있는 교사가 영재

자는 2008년 58,953명에서 2012년 118,377명으

교육 대상자를 추천하는 ‘교사 관찰·추천제’를 도

로 전국 초중고 학생의 1.76% 수준으로 대폭 확

입하게 되었다. 교사 관찰·추천제의 도입은 잠재

대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5,382명, 중

력을 충분히 있으나 영재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

학교 40,200명, 고등학교 12,795명이 영재교육을

되었던 숨어있는 영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혜 받았다.

학생의 재능과 역량을 계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
다. 이처럼 교사 관찰·추천제는 선행학습이나 사

(1) 교사 관찰·추천제의 도입

교육으로 만들어진 영재가 아니라 영재성과 잠재

기존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은 지필고사 등의 시

적인 가능성을 지닌 대상자를 발굴하여 그들이 지

험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험 위주의

닌 역량과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

선발 방식은 선발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

재교육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학생 선발 제도라

나, 영재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과학적 탐구심이나

고 볼 수 있다.

흥미, 열정 등 정의적 특성이 간과되기 쉬우며, 선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27

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문제

개)에서는 학생 선발 시 시험 방식을 없애고, 추천

점이 있었다. 또한 과학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잠

과 서류심사(필요시 면접)로만 선발하고 있다. 구

<그림 5-3-1> 교사의 관찰·추천 과정

잠재 영재군 형성

교사 또는 영재교사의
관찰 수행

영재교육 대상자 추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표 5-3-4> 전국 교사관찰추천제도의 사용 현황
(단위 : 기관수)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실시기관수/전체기관수

50/1,453

271/2,093

1,057/2,507

1,375/2,844

(%)

(3.4)

(12.9)

(42.2)

(48.3)

※ 출처 :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20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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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각 교육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

영재교육을 위하여 지정·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는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또는 각급학교에서 엄

이하의 학교이며, 영재학급은 초·중·고등학교

선하여 추천한 학생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서류의

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내용 확인 등을 위한 면접을 거쳐 교육 대상자들

말한다.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 실시를 위해 시·

을 선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대학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의미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2009년부터 관찰·추
천 운영 지역을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확

과학고등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

대하고 있으며,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재교

교육기관은 아니지만,「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사 연수를 실시해 왔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통해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시·도별로 영재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지

서,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 분야 전문

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나. 영재교육기관 육성 지원

(1) 과학영재학교 확대
정부는 창의적 과학 영재를 양성하기 위해 연구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

실험 중심의 과학 교육을 실시하는 과학영재학교

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이 있다. 영재학교는

로, 2001년 부산과학고를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지

<표 5-3-5> 영재교육 기관별 현황
영재교육원

구분

영재학교·과학고

영재학급

계

기 관 수(개)

63

2,520

2,868

1,950

750

4,160

7,172

4,905

33,383

8971

71,118

118,377

4.1%

28.2%

7.6%

60.1%

100.0%

교육청

대학

24

261

학 급 수(개)

312

학 생 수(명)
비 율(%)

<표 5-3-6> 연도별 영재교육기관 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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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영재학급

994

1,567

2,451

2,238

2,520

교육청영재교육원

226

471

261

357

261

대학부설영재교육원

39

84

55

61

63

영재학교

1

2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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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이후, 2008년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구

이수제도(AP: Advanced Placement), 과목수강

과학고를 추가로 지정하여, 2012년 현재 4개교가

없이 시험을 거쳐 학점을 부여받는 학점인정제도

운영 중이다.

(PT: Placement Test),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과학고와 달리, 영재

를 멘토(mentor)로 하여 소그룹으로 연구 활동을

학교는 국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영

수행하고 향후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R&E 활동

재학교는 교육과정, 학생 선발, 교원 임용 등에 있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분야에

어서 「초·중등교육법」적용을 받은 여타 학교들

대한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

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도적인 연구 수행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 밖

2001년 영재학교로 지정되어 2003년 개교한 한국

에도 창의성 및 리더십 교육 등 과학영재학교 학

과학영재학교는 2008년 KAIST 교수를 교장으로

생들의 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임용하였으며, 이후에는 2009년에는 KAIST의 부

을 운영하고 있다.

설학교로 전환하여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2)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

학교 운영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영재학교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는 과학영재학

영재교육원은 시·도교육청, 대학, 국공립연구

교 재학 중 대학 수준의 과목을 수강하여 이를 대

소, 출연(연) 및 과학·기술·예술·체육 등과 관

학에 진학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과목 선

련 있는 공익법인에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현

<표 5-3-7>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 비교표
구분

과학영재학교

근거법령
학교지정권
학생선발

•영재교육진흥법(제6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

•전국단위 모집(중1도 지원가능)

•해당 시·도 중3학생

•학칙으로 정함

교육과정

- 3년 과정의 졸업 학점제 (약170학점)

임용
교원
근무조건

과학고

•교원 자격이 없는 특수 분야 전문가 임용 가
능(박사급 계약직, 대학교수 등 활용)
•전보제한 규정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 가능

•초중등교육법의 교육과정에 따름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만을 임용

•시도교육청 전보규정에 따라 순환 근무

•2012년 4개교 운영중
규모

* 대전, 광주과학고 14년 3월부터 과학영재학

•2012년 20개교

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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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8> 시•도별 영재교육원 수

시·도

교육청

대학부설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20

21

21

111

21

3

5

7

9

9

부산

11

19

11

11

11

1

2

1

3

3

대구

6

14

8

9

9

6

7

6

6

6

인천

7

7

8

8

9

1

7

3

3

3

광주

4

6

5

5

5

1

2

2

2

2

대전

5

9

5

5

5

1

5

3

5

5

울산

6

11

5

7

7

1

2

1

1

1

경기

31

85

29

28

30

3

6

8

9

10

강원

18

35

26

18

19

2

6

2

4

4

충북

13

25

19

30

15

1

2

1

1

2

충남

18

70

30

31

33

4

12

4

5

5

전북

18

33

21

20

20

4

7

4

4

4

전남

23

49

23

22

23

2

4

2

2

2

경북

19

39

22

24

27

4

8

6

4

4

경남

23

44

21

21

23

4

7

4

4

4

제주

4

4

7

7

4

1

2

1

1

1

<표 5-3-9> 시•도별 영재학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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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48

90

361

281

316

부산

0

60

70

110

182

대구

42

66

234

157

189

인천

114

157

140

247

302

광주

22

47

70

28

28

대전

77

102

106

192

221

울산

44

58

73

52

67

경기

392

659

885

568

552

강원

24

36

57

5

5

충북

12

12

53

22

23

충남

51

65

107

136

158

전북

31

40

53

38

42

전남

0

0

12

8

7

경북

78

83

101

129

134

경남

25

57

94

241

261

제주

34

35

35

24

33

합계

994

1,567

2,451

2,238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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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60

과학 분야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개와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 350여개가 운영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은

중이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경우, 대학의 연

고등교육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추진되고 있다. 고

구시설 및 연구인력을 활용한 심화·사사 중심으

교 재학 중 이수한 대학 수준의 교과목에 대하여

로 운영된다.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대학과목 선이수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은 단위

제(AP), 시험을 통하여 특정과목 학점을 이수하게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정·운영되며, 방과 후,

만드는 학점인정제도(PT) 등의 시행을 통해 우수

방학, 특별·재량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한 성취를 보이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도에 따

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라서는 사이버 영재학급 운영을 통해 시간적·공

라. 영재교육 교원

간적 제약을 극복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으며, 소외지역 학생들의 영재교육 기회를 확

영재교육 대상자 및 기관뿐만 아니라 영재교육 교

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원 또한 2008년 10,501명에서 2011년 24,094명으

다. 영재교육 프로그램

로 2.29배로 증가하였다.
영재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 교원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기는 것이 무엇보

과학영재교육연구원,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다 중요하다. 각 시·도에서는 영재교육 부장교사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등 각 영재교육기관

제, 가산점 부여,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에서는 영재교육을 통한 영재성 계발을 위해 교

부여를 통해 담당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기

수·학습자료 개발, 영재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

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영재교육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분야

연수를 받은 교원도 2012년 6,630명으로 꾸준히

는 수학, 과학, 예술, 정보 등으로 다양하며, 수학,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5-3-10> 영재교육 대상자 분야별 현황
구분

수학

과학

수·과학

발명

정보

언어

예술

체육

인문사회

기타

계

학급수(명)

1,246

1,313

2,868

216

237

246

185

22

85

206

6,624

학생수(명)

20,659

18,140

59,653

4,248

3,869

3,233

3,463

729

3,268

1,115

118,377

17.45

15.32

50.39

3.59

3.27

2.73

2.93

0.62

2.76

0.94

비율(%)

100
83.2

16.8

* 수학, 과학 분야 학생 비율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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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1> 시•도별 영재교육 담당교원 현황
시·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1,310

1,697

3,287

3,364

3,978

부산

999

1,161

1,282

1,373

1,629

대구

343

554

1,005

1,258

1,326

인천

459

575

639

1,337

1,927

광주

305

439

645

647

632

대전

369

525

623

1,502

1,504

울산

464

510

469

793

642

경기

2,277

3,654

4,569

4,604

4,644

강원

448

476

633

380

350

충북

328

311

484

416

460

충남

585

755

818

1,510

1,595

전북

672

703

800

743

765

전남

509

524

566

527

504

경북

486

868

1,547

1,451

1,470

경남

659

954

1,257

2,133

2,364

제주

288

305

296

281

304

합계

10,501

14,011

18,920

22,319

24,094

<표 5-3-12> 연도별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현황
연도

2001

2003

2008

2012

인원수(명)

280

1,230

3,035

6,630

비율(%)

(1.0)

(4.5)

(11.0)

(24.0)

마. 영재교육 지원체계

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었던 영재교육의 체제가
체계성 및 통일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중앙부처-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

시·도교육청-연구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영재

학기술부로 통합됨에 따라, 일원화된 영재교육 행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정체계가 확립되었다. 그간 시·도교육청 및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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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교사의 관찰·추천 과정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지식경제부
특허청을 통해 발명영재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기본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각 분야 영재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영재발굴 지원

시도교육청, 대학

한국과학창의재단

영재교육기관 운용, 교원・

과학문화창달 및 영재・창의적

교육전문직・학부모 연수

인재육성 사업 지원

영재교육연구원
영재교육기초연구, 선발도구 및
자료개발, 교원연수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구축

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에서는 전국의 영

2009년 국가적 영재교육 정보관리 및 관계 기관

재교육 학생, 교원, 기관 정보뿐만 아니라 교수·

간 연계·협력 체계 강화 및 영재교육 관련 정보

학습자료 및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새롭게 도입

공유를 위해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된 교사 관찰·추천제 지원을 통해 영재교육 대상

Gifted Education Database)’를 구축하였다. 영

자 선발을 지원하고 있다.

<표 5-3-13>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등록 정보 현황(2009~2011)
구분

2009

2010

2011

2012

기관 수

1,154

1,748

2,398

2,868

영재학생 수

60,948

76,706

79,166

118,377

영재교원 수

9,899

11,556

12,917

2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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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다. 대학, 출연(연) 등과 영재교육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산학협력 활성화, 지역대학 등과의 연

가. 영재교육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계 강화 등 우수한 외부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
용한 질 높은 영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 구

2012년에는 과학영재학교 2개교를 추가로 지정하

축이 필요하다.

고,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신규로 2개교 지정하였
다. 이를 통해 권역별 균형적인 영재교육 체제를

다. 영재교육 지원체제 정비 및 강화

구축하고, 창의성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
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

영재교육이 향후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히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과학예술영재학교는 교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

육과정의 일정규모 이상을 과학기술·예술·인문

상호교류 및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학 등 융합형 전문·심화교과를 개설하여 다중재

영재교육이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특수교육이 아

능의 우수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니라, 잠재력과 재능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

학교로서, 영재학교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는 교육으로의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대

학생의 다양한 잠재성과 능력, 적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풍부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학, 과학 중심의 영재
교육 영역을 보다 다양화하고, 연령이나 기관별로
프로그램의 수준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융합인재교육(STEAM), 인성, 창의성, 리더십, 스
포츠 등 다양한 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하여 학생의 영재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 교원 양
성, 연수, 배치 등 인사 체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
하며,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영재교
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영재교육기관 운영 효율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등 영재교육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
확하게 하여 영재 육성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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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외국 사례]
●초
 ·중등대상의

과학영재교육은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하였으나 예산규모는 미국의 30%, 영국의 60%

수준

● 미국,

영국 등은 영재교육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추세
구분

한국 과학영재교육원

교육대상
교육분야

미국 과학교육원

영국 영재교육원

(NSFAYS)

(NAGTY)

초등 · 중등학생

K-8(중등학교 2학년)

11세 ～ 19세

수학 · 과학분야

수학 · 과학분야

수학, 과학, 인문 분야

설치기관

대학부설

대학부설

대학부설

설치개수

27개 교육원

16～19개 교육원

23개 교육원

교육원당 예산

약 2.6억 원

80만 달러(약8억 원)

24만 파운드(약4.2억 원)

기타

1998년부터 시작

2006년 신규사업

2002년부터 시작

* NSFSY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ademies for Young Scientists)
* NAGTY (The National Academy for Gifted and Talented Youth)

● Jacob

Javis Fund → 미국의 영재교육 투자

- 1988년부터 Jacob Javits Fund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잠재적 영재들을 위한 판별도구 개발, 소외영재 발굴 등 기초연구에
대폭적인 예산 지원
- Jacob Javits Fund에 의해 수행된 프로젝트 예시
ㆍProject Challenge 등 소외계층 영재발굴을 위한 연구
ㆍ미성취영재발굴을 위한 연구
ㆍ유아 및 초등저학년 영재아 발굴을 위한 연구

[ Jacob K. Javits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Program ]

Students with talent are found in all cultural groups, across all economic strata, and in all areas of human endeavor.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the U.S. Congress
reauthorized the Jacob K. Javits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Act as Title V, Part D, Subpart 6 of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This legislation reauthorizes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to fund grants,
provide leadership, and sponsor a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education 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437

정책자료집 ➍ 과학기술 혁신

● 국립영재교육

연구소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NRC/GT)

- J acob Javits Act에 의거하여 미국의 모든 아동들에게 잠재능력 계발의 기회와 심층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자는 취지로 설립되어 미국 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연구를 통하여 지원
ㆍ특히 일반적인 영재판별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소외된 영재들의 발굴에 집중적 연구지원을 하고 있음. (http://www.
gifted.uconn.edu)

●일
 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고등학교를 모델로 삼아 2002년부터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Super Sci-

ence High School, SSH) 추진

●이
 스라엘

IASA(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 : 과학(70%)과 예술(30%) 분야 영재교육 실시, 학

생들은 전공 외에 타 분야 이수 가능
[참고] 메디치 효과(Medici Effect)

르네상스 시기 메디치 가문의 후원 아래 서로 다른 분야의 재능과 지식을 갖춘 과학자, 예술가, 시인, 철학자들이 활발히
교류해 창조적 결과물들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근대 르네상스를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여 프란스 요한슨은 여러 분야
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창조적 결과물이 생성되는 것을 ‘메디치 효과’라 명명

[과학고등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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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교명

위치

설립년도

서울

한성과학고

서대문구

1992

공립

서울

세종과학고

구로구

2008

공립

설립유형

부산

부산과학고

연제구

2003

공립

부산

부산일과학고

사하구

2012

공립

대구

대구일과학고

동구

2011

공립

인천

인천과학고

중구

1994

공립

인천

(인천진산과학고)*

부평구

2013

공립

광주

광주과학고

북구

1984

공립

대전

대전과학고

유성구

1984

공립

울산

울산과학고

울주군

2006

공립

경기

경기북과학고

의정부

2005

공립

강원

강원과학고

원주

1993

공립

충북

충북과학고

청원

1989

공립

충남

충남과학고

공주

1994

공립

전북

전북과학고

익산

1991

공립

전남

전남과학고

나주

1992

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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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과학고

포항

1993

공립

경북

경산과학고

경산

2007

공립

경남

경남과학고

진주

1984

공립

경남

창원과학고

창원

2011

공립

제주

제주과학고

제주

1999

공립

계

20개교

* (가칭)인천진산과학고는 2013년 개교 예정

[과학영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위치

설립년도

전환년도

서울

서울과학고

서울

1989

2009

설립유형
공립

경기

경기과학고

수원

1983

2010

공립

부산

KAIST부설한국영재학교

부산

1991

2003

법인

대구

대구과학고

대구

1988

2011

공립

대전

(가칭)대전과학영재학교

대전

1984

2014

공립

광주

(가칭)광주과학영재학교

광주

1984

2014

공립

계

6개교

[과학예술영재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위치

개교년도

설립유형

세종

(가칭)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

2015

공립

인천

(가칭)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

2016

공립

계

2개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설치 현황]
시도

서울

개수

9

대학명

지정 주체

서울교육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서울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연세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건국대음악영재교육원

교육청

고려대학교영재교육원

교육청

덕성여자대학교도봉영재교육원

교육청

서울과학기술대노원영재교육원

교육청

서울대관악영재교육원

교육청

이화여대서대문영재교육원

교육청

439

정책자료집 ➍ 과학기술 혁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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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3

2

5

1

10

4

2

5

부산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동의대학교예술영재교육원

교육청

부산대학교예술영재교육원

교육청

경북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경북대학교영어영재교육원

교육청

경북대학교정보영재교육원

교육청

대구교육대과학수학영재교육원

교육청

대구교육대학교미술영재교육원

교육청

대구교육대학교정보영재교육원

교육청

인천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경인교대계양영재교육원

교육청

재능대영재교육원

교육청

전남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광주교대영재교육원

교육청

공주대사이버영재교육원(대전)

교육청

대전대인문영재교육원

교육청

충남대고등영재교육원

교육청

충남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육청

카이스트글로벌영재교육원

교육청

울산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가천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대진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아주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가천대학교음악영재교육원

교육청

강남대부설예술영재교육원

교육청

경인교육대학교부설과학영재교육원

교육청

경희대학교부설영재교육원

교육청

수원대학교부설영재교육원

교육청

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영재교육원

교육청

동국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강릉원주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강원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강원대학교의학영재교육원

교육청

춘천교육대발명영재교육센터

교육청

청주교육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충북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공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공주교육대학교영재교육원

교육청

공주대사이버영재교육원

교육청

순천향대학교영재교육원

교육청

호서대학교국제영재교육원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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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4

전남

2

경북

군산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전북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원광대학교영재교육원

교육청

전주교육대학교영재교육원

교육청

목포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순천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안동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금오공과대학영재교육원

교육청

4

경남

4

제주

1

동양대학영재교육원

교육청

안동과학대 영재교육원

교육청

경남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경상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창원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인제대학교영재교육원

교육청

제주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교과부

[국제과학올림피아드]
■ 대회 목적
●수
 학·과학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양성하여, 세계의 우수 청소년과의 경쟁을 유도, 도전의

식 고취 및 글로벌 인재로 육성

■ 대회 역사
●1
 894년

헝가리의 수학올림피아드가 모체

-수
 학은 1959년 루마니아 대회, 물리는 1967년 폴란드 대회, 화학은 1968년 체코 대회, 정보는 1989년 불가리아 대회, 생물
은 1990년 체코 대회, 천문은 1996년 러시아 대회부터 국제대회로 인정하여 매년 개최

■ 대회 운영
●개
 최시기

: 통상 매년 여름방학

●참
 가자격

: 20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참
 가경비

: 주최국에서 임원 및 선수들의 숙박비 및 체재비를 호혜적으로 부담

●경
 시분야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천문, 지학, 중학생과학 분야

●출
 제유형

: 관련분야 이론과 실험(실기) 병행

●시
 상계획

: 참가자의 50~60% 이내에서 금상, 은상, 동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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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참가
●1
 9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개최국 : 호주)를 필두로 全분야에 활발히 참가하여 상위권의 성과 거양

-국
 내개최: 2000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KAIST), 2002년 국제정보올림피아드(경희대학교(용인)), 2004년 국제물리올림피
아드대회(포항공대), 2006년 국제화학올림피아드(영남대), 2008년 국제중등올림피아드(경남대), 2010년 국제생물올림피
아드(창원대), 2012년 국제천문올림피아드(광주)

■ 역대 수상실적
년도

수학

물리

화학

정보

1988

22위/49국

1989

28위/50국

1990

32위/54국

1991

17위/56국

1992

18위/56국

12위/37국

20위/33국

4위/55국

1993

15위/73국

11위/41국

17위/38국

6위/46국

1994

13위/69국

10위/49국

5위/41국

9위/50국

1995

7위/73국

9위/51국

21위/42국

21위/51국

1996

8위/75국

11위/56국

19위/49국

8위/57국

1997

11위/82국

26위/62국

4위/47국

24위/63국

1998

12위/76국

5위/56국

2위/47국

4위/62국

4위/33국

1999

7위/81국

6위/62국

1위/50국

4위/64국

4위/38국

2000

4위/82국

9위/64국

12위/53국

9위/70국

1위/38국

2001

4위/83국

15위/65국

1위/54국

3위/75국

1위/38국

2002

6위/84국

2위/66국

3위/57국

2위/77국

1위/40국

2003

6위/86국

1위/54국

4위/59국

1위/75국

5위/47국

동2/14국

2004

12위/85국

2위/73국

2위/68국

9위/78국

5위/40국

8위/18국

4위/30국

2005

5위/91국

12위/80국

1위/59국

5위/72국

2위/50국

3위/18국

4위/36국

2006

3위/90국

2위/91국

2위/67국

7위/77국

2위/55국

2위/19국

1위/30국

2007

3위/94국

3위/76국

4위/68국

19위/76국

1위/49국

1위/21국

2위/11국

4위/39국

2008

4위/97국

3위/82국

4위/66국

7위/76국

3위/57국

1위/19국

1위/7국

1위/51국

2009

4위/104국

2위/69국

4위/68국

2위/83국

6위/56국

5위/17국

2위/20국

6위/46국

2010

4위/97국

11위/80국

2위/68국

13위/83국

5위/60국

1위/19국

2위/19국

2위/33국

2011

13위/101국

1위/84국

1위/70국

17위/80국

6위/58국

1위/21개국

1위/35개국

2위/42개국

2012

1위/100국

4위/81국

1위/72국

11위/86국

3위/59국

1위/22개국

1위/17개국

-

계

25회

21회

21회

21회

15회

10회

6회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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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학업성취도는 매우 높은 반면, 흥미도는 매우

제4절

낮은 모순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학부모들의 수학 사교육 부담도 크다.

수학교육 내실화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수학 사교육비 총액
은 전체 사교육비의 29.3%를 차지(5조 9,024억
원)하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

1. 정책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비 2.9% 증가한 7만 원으로 전체 과목 중 가장 높
은 증가율을 보였다. 학원에서 시험 대비 문제풀

가. 정책 추진 배경

이 요령을 배우고, 일부 학생들은 배우고 있는 교
육과정보다 1학기, 1년 이상씩 선행학습을 하고 있

수학은 인류 문명과 더불어 탄생하고 발전해 왔다.

는 것이 현실이다.

사물을 셀 수 있게 되고 달력을 만들고 천문을 관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 본래의 목적인 논리적

측하고 건물을 짓는 등 인류 문명 발달은 수학의

인 사고, 추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발달과 맥을 같이 했다. 오늘날 수학은 과학기술

암기와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 대비 수학교육에서

뿐 아니라 경제, 금융, 군사, 정치, 예술 등 다양한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진화해

분야에서 활동무대를 넓혀나가는 등 그 중요성이

나가야 한다. 대량의 문제를 고속으로 푸는 데 집

날로 커지고 있다.

중하는 계산·문제풀이 중심의 수학교육은 빠른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 수학은 “일상생활에 별

추격자(fast-follower)를 키울 수는 있으나, 창의

로 쓸모도 없지만 입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부

적 선도자(first-mover)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

해야 하는 어렵고 골치 아픈 과목”, “복잡한 공식

기 때문이다.

암기, 빨리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목”으로 인
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

<표 5-4-1> PISA 및 TIMSS 결과(수학 부문)
PISA

TIMSS

연도

우리나라 순위

(참가국)

연도

우리나라 순위

(참가국)

2006

1~4위

(57개국)

2003

2위

(46개국)

2009

3~6위

(65개국)

2007

2위

(50개국)

<표 5-4-2>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 학습에 대한 태도>(TIMSS, 2007)
항목

공부할만한 가치

흥미도

자신감

순 위(50개국 중)

45위

43위

4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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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경과

2. 주요 내용

(1) 수학교육 전담지원체제 구축

가. 추진 방향

교육과학기술부는 수학교육 내실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1년 2월 조직개편에서 수학교육

(1)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의 목표

정책팀을 신설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과학창

위와 같은 배경과 과정을 거쳐 2012년 1월 ‘수학

의재단에 ‘수학교육연구센터’가 설치되었다.

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본 방안
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생각하는

(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 교육

힘을 키우는 수학,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

과정 고시

는 수학, 더불어 함께하는 수학이 그것이다. 이를

2011년 8월에 고시된 수학 교과 교육과정은 창의

통해 수학이 보다 즐거운 과목, 실생활과 연계되

성 신장을 위한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등 수학

는 과목으로 인식되고 수학을 통해 배우는 합리

적 과정 요소를 도입하였으며, 학생들의 수학학습

적 사고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량을 20% 감축하였다. 이

이 목표이다.

러한 개정작업에는 다수의 학습연구년제 교수들
이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실

(2) 외국의 사례

하게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기존 교육과정에 비

수학은 만국공용 학문이지만, 국가별로 교육철학,

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환경,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수학교육 스타일은 다
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각종 연구·조사 및 의견수렴
2011년 3월 학계, 교육계, 과학기술계, 언론계, 학

● ( 인도)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빠른 속도의 계

부모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수학교육개

산 학습이 발달했으며, 이를 통해 계산능력의

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검토와 자문을

향상과 더불어 창의력과 유연한 사고력도 배양

받았고, 국내 수학교육 실태 및 외국 수학교육 현

하고 있다.

황 등을 조사·연구하였다. 또한 수학교육 개선에

● ( 싱가포르)

그림 등 시각자료에 기반을 둔 학습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현장의 적합성을 높

및 창의적 문제 풀기에 초점을 두며, 학습 범위

이기 위해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의견

가 좁아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고, 증명을 중시한다.
● ( 프랑스)

수학적 사고방식을 일반교양으로 보

고, 이의 훈련을 통한 논리적 표현 및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강조한다.
● ( 러시아)

기초와 이론을 중시하고, 공식을 외우

기보다는 공식의 탄생배경이나 도출과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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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의를 중시하며, 기하학을 중시한다.

시수가 확대되었으며, 수학 수업시수 확대는 초등학교
는 30년, 중학교는 38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과감한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나.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2012.1.11)」
주요 내용

● ( 미국) 수학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국제적 수

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표준 수립(2010.6)

(1)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미
 국은 그간 전통적으로 각 주(州)별로 독자적인 교육

문제풀이를 위한 수학 공식의 암기 위주 학습에서

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오바마 정부는 교육의 수

벗어나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의 이해에 초점

월성, 평등성 제고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개별화보다 표

을 맞춘 교수학습 및 평가를 통해 수학교육 본연

준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2개 영역에 대한

의 목적인 논리적·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교육과정 표준을 설정하였다.

능력을 배양한다.

-그
 중 하나가 수학(다른 하나는 ‘읽기, 쓰기, 의사소통’)
이며, 이는 미래 과학기술 발전의 기초가 되는 교과에

(가) 통합적 시각 및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범교과적

대해 고조되고 있는 관심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교수학습 시도

현재 44개 주가 핵심공통 교육과정 표준을 채택하는

수학을 다른 교과의 내용과 연계하여 배운다면 다

등 매우 빠른 속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양한 분야에 녹아있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들을 보
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관심

● ( 독일)

수학 및 수학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독
 일 연방정부는 2008년은 ‘수학의 해’로 선포하고
750만 유로(120억 원)를 투자하여 수학 및 수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대중의 수학에 대한 인식 개
선을 추진하고 있다.

을 가지는 실생활 사례, 직업 등과 연계하여 가르
친다면 수학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라도 스스로
공부할 의욕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2012년에 수학과 타 교과 간 공통학
습요소를 반영한 교수학습자료(국어와 수학, 사회

-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던 수

와 수학, 예술과 수학, 체육과 수학, 과학과 수학)

학-자연과학 수업 향상 프로그램(SINUS)을 전국적으

및 수학교사 대상 통합교과 연수과정을 개발할 계

로 확산하는 등 수학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

획이다.

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 중·고교 교수학습에 공학적 도구 및 교구 활
● ( 일본)

수학 수업시수 대폭 확대

용기반 조성(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 2 008년 교육재생회의 검토를 거쳐 ‘유토리 교육’을 폐

계산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복잡한

기하고 수학, 과학 등 필수 과목의 수업시간을 대폭 확

계산 수행,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의 이해 향상

대키로 하였다.

을 위하여 계산기,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초
 등학교 1·2·5·6학년, 중학교 1·2학년 수학 수업

의 공학적 도구와 다양한 교구의 활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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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3> 통합교수학습 대상 과목 및 내용(예시)
대상 과목
국어

주요 내용

관련 수학적 내용

정확하고 논리적인 독해, 작문, 발표, 토론에 필요한 문법 및 화법을 익힘으로써

명제, 확률, 통계, 추론

풀이과정을 수식이 아닌 말과 글로써 표현하는 방법 훈련

(ex : 유추, 귀납, 연역) 등

선거와 투표, 선거구획정, 수요와 공급 등 정치·경제 관련 제도와

방정식, 함수의 그래프, 확률,

이론 속의 수학 원리 탐구

자료의 해석, 미적분, 행렬 등

음악

음정, 리듬 속에 숨어있는 수학 원리 탐구

수열, 수(ex : 평균율), 통계 등

미술

선, 면, 구도 등 미술적 표현기법 속의 원리 탐구

체육

각종 스포츠기구, 경기장, 대진표 속에 숨어있는 수학 원리 탐구

사회

계산기 등 공학적 도구 활용을 통해 수학 학습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례

•칠판에서 구현하기 힘들었던 함수 그래프의 생성·
변화, 도형의 회전·이동 등 다채롭고 입체적인 교수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수학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하
고, 아름다움을 체감할 수 있음

원근, 닮음(ex : 프랙탈),
비례(ex : 황금비), 대칭 등
도형의 성질, 확률, 통계,
측정(ex : 단위 : 시간) 등

점을 두도록 2012년에 문항개발 가이드라인과 우
수 사례집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선다형·단답형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추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수
학적 과정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
인 평가유형 개발도 필요하다. 이는 2009 개정 교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크고 복잡한 숫자 계산(서울
타워에서의 가시거리 구하기 등)을 통해 현실적이고
생생한 숫자감각을 배양할 수 있음
•복잡한 숫자와 과정 때문에 생략되었던 특정주제 탐
구(삼각비의 다양한 각도, 순환소수(2/11=0.181818…),

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소이며 선진국에서
는 이미 보편화된 평가유형이기도 하다. 다만 이
문제는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만큼 사전 준비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한다.

경우의 수 시뮬레이션 등)가 가능하여 수학의 학습범
위를 확장할 수 있음

(2)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실생활 연계,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가

을 통해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긍정적 인식을

내실화

높임으로써 자발적인 학습을 촉진한다.

수학평가에 학생,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수학 교과가 여타 과목에 비해 변별력을 크

(가)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교과서 제작

게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변별력’을 위해 일

교육과정에서 정해 놓은 학습내용을 구현한 것이

부 학교에서 지나치게 어렵고 교육과정을 벗어나

교과서이며, 교과서의 내용과 체제가 과목에 대한

는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해도와 인식 변화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 지금

중·고교 수학 학생평가가 수학의 기본 원리와

까지 공식과 문제 위주로 딱딱하게 구성되었던 수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 중

학 교과서에 실생활 소재와 스토리텔링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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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4> 스토리텔링 구조 및 내용(예시)
구조
수학사 탐구형

내용
덧셈•뺄셈의 발달과정, 고대 그리스 사모스섬 터널은 어떻게 뚫었을까,
오일러보다 앞선 조선시대 영의정 최석정의 조합론

실생활 연계형

정수론의 재발견, 미적분의 활용례, 스마트폰과 수학

혼합형

소수(素數)의 역사와 암호의 등장, 게임이론과 경제학의 발전

을 도입하여 친숙하고 재미있는 교과서로 만들어

수학교실이 2012년 32교에서 운영된다.

가려고 한다.
초등학교(국정 도서)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

(다) 수학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이트(EBSm) 구축

정에 따라 2013년부터 사용하는 초등학교 1~2학

스스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수학이 될 수 있도

년 교과서 일부 단원(수와 연산, 도형 등)에 스토

록 수학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이트(EBSm)을 구축

리텔링 방식이 도입되며 차츰 고학년으로 확대해

중에 있다. 2012년 중학교 1학년 과정, 2013년 초

나갈 예정이다. 중·고등학교(인정 도서)의 경우,

등학교 1∼4학년, 중학교 2∼3학년, 2014년 초등

민간출판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모

학교 5∼6학년, 고등학교 1∼3학년 과정을 개발하

델 교과서를 2012년에 개발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여 2015년에는 초중등 전과정을 포함하는 수학 자
기주도학습 포털이 될 것이다. EBSm에는 수준별

(나) 체험·탐구 활동이 가능한 선진형 수학교실 구축

학습내용과 함께 수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

칠판과 분필 위주의 단조롭고 수동적인 수업 환경

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다.

에서 벗어나 수학에도 학생 스스로 체험·탐구하

(3) 더불어 함께하는 수학

는 능동적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생 발달단계에 따라 초등학교는 각종 교구를

취약 계층·학생에 대한 맞춤형 수학학습 기회를

활용한 체험·놀이 중심, 중·고등학교는 다양한

제공하고 학습 의욕을 북돋워주며, 일반인도 수

공학적 도구를 이용한 탐구·토론 중심의 선진형

학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

<그림 5-4-1> 수학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이트 구축 로드맵(안)
2012년(기획 및 구축)

•사이트 설계•구축
•중 1학년 컨텐츠 개발 및 탑재

2013년(보완)

2014년(고도화)

•초 1~4학년, 중 2~3학년 컨텐츠

•초 5~6학년, 고 1~3학년 컨텐츠

개발 및 탑재

개발 및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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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성한다.

여 사고력과 창의성마저 형식화시킬 우려가 있다.
앞으로 사고력이 중심이 되는 수학교육으로 전

(가) 취약계층 수학격차 해소

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모델 및

중하위권 및 취약계층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평가기법 개발, 각종 교재 및 교구 지원, 교사 연

않고 각자의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방과

수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학교육

후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형태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

의 교수학습자료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보급

다. 특히 수학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 인식 제고

할 계획이다.

가 중요하다.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들과 인근 대학의 수
학과, 수학교육과 학생들을 상호 연결하여 학습

가. 수학 교사 전문성 제고

지도·상담을 도와주는 멘토-멘티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수학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도교육청별 자격·직무

(나) 수학 클리닉 개설·운영

연수 전체과정 중 수학 관련 연수과정은 2.2%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효과적인 수학 학습방법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요자(교사) 중심, 현장 중심

대해 궁금증과 고민이 많지만 정작 이에 대해 물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현재 교사의 전문성

어보고 논의할 만한 곳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며,

요소(수업, 내용, 평가) 및 생애주기(초임~경력)

이로 인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를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수학교사 전문성 개발

이에 현직 또는 퇴직 교사·교수 중에서 상담전

체제(PDS : 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

문가를,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우수한 대학생 등을

를 구축 중에 있다. 2012년 61개 팀에게 지원되는

상담도우미로 선발하여 수학학습과 관련한 학생,

교사연구회도 점차 늘려나가려고 한다.

학부모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수학 클리닉을 운영
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수학 클리닉 센터를 운

나. 학부모 인식 제고

영하는 한편, EBSmath와 연계하여 온라인 상담
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수학교육 선진화가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부모들이 수학교육
선진화 방향과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공감할 때

3. 향후 과제

진정한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학부모 수학
교실 운영 등을 통해 수학교육의 변화와 학습지도

기존 수학교육의 관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방향을 안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서는 암기와 계산 중심의 주입식 수학을 더 편하게

해방 이후 60여 년간 타 교과에 비해서도 수학

느낄 수도 있다. 공교육 차원에서 제대로 준비가

교육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

안 된 수학교육 선진화는 오히려 사교육을 자극하

한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은 우리 수학교육에 대한

448

6편 제5장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반성과 미래지향적 방향 모색을 시작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크다. 2012년 7월에는 서울에서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ICME-12)가 개최되고, 2014
년에는 제27차 국제수학자대회(ICM)가 개최된다.
이를 계기로 수학교육 선진화에 대한 관심과 분위
기를 조성하는 한편,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
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학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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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가. 수학 사교육 실태 조사연구 결과(2011.5~11)
(1) 설문조사 개요
●설
 문응답자수

: 총 4,715명(학생 2,543명, 학부모 2,172명)

※ 학생(초 765명, 중 738명, 고 1,040명), 학부모(초 726명, 중 635명, 고 811명)
●설
 문시기

: 2011.7.11(월)~30(토)

(가) 선행학습과 다양한 문제풀이, 내신·수능 등 시험 대비를 위해 수학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학
 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진도가 빠르거나 학교 선생님이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등 공교육에 대한 불만 때문 보다는, 선행학습 및 문제풀이 요령 습득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에
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참여 이유

학교 수학수업은 진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학교 수학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해서

수학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 영역 성적을 높이기 위해

수학 사교육에서는 문제 풀이 요령을
습득하게 해주므로

수학 사교육에서는 시험에 대비하여
풍부한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므로

선행학습을 하면 학교 수학 수업에 유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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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초

55.74

중

38.12

27.53

14.57

1.89

0.27

30.87

23.04

6.12

1.85

고

23.65

초

54.74

26.8

27.01

15.74

6.8

30.08

12.2

2.03

0.95

중

27.18

35.19

27.04

7.87

2.72

고

15.99

31.36

32.48

15.38

4.79
12.13

초

17.17

11.72

31.2

27.79

중

10.03

11.03

28.8

34.24

15.9

고

5.41

6.02

21.63

40.51

26.43

초

26.02

17.48

31.3

17.62

7.59

중

18.48

20.49

35.82

17.19

8.02

고

9.81

8.78

23.49

29.42

28.5

초

16.67

13.28

34.55

24.53

10.98

중

11.6

11.46

34.24

31.81

10.89

고

8.46

10.3

33.94

38.33

8.97

초

15.49

12.36

32.88

26.36

12.91

중

10.76

11.48

32.14

34.43

11.19

고

8.35

10.18

32.48

34.93

14.05

초

21.44

17.23

27.54

24.15

9.63

중

12.61

11.6

32.09

31.95

11.75

고

8.67

8.98

28.06

38.37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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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준별 수업의 미흡함도 사교육에 의존하는 주요 이유로 거론됨
참여 이유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추어 지도를 하
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초

35.63

21.73

22.81

15.52

4.32

중

16.48

19.48

25.36

29.08

9.6

고

8.55

9.36

26.04

36.01

20.04

(나)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초
 ·중·고

학생 모두 공교육 교사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수업하고, 깊이 있는 수학 지식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수
 업에서

다루는 문제의 다양성 측면과 교사에게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보

다 학원이 더 나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학교보다 학원에서 시험 대비 소규모 수준별 수업이 이루
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구분
초

수학 선생님들은 열의를 갖고 수업한다.

중

고

초
수학 선생님은 깊이 있는 수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

중

고

초

수학수업에서 다루는 문제가 다양하다.

중

고

초
질문이 있을 때 선생님들께
쉽게 물어볼 수 있다.

중

고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93

4.12

25.53

37.23

30.19

학원

5.57

6.74

30.35

33.28

24.05

학교

2.24

5.6

34.87

36.55

20.73

학원

5.02

5.48

33.49

36.07

19.94

학교

3.71

4.42

27.71

41.67

22.49

학원

4.33

4.44

30.99

43.77

16.47

학교

3.34

4.41

27.37

33.11

31.78

학원

5.14

4.7

23.64

29.22

37.3

학교

3.09

6.74

34.97

28.37

26.83

학원

5.35

4.43

33.64

29.97

26.61

학교

4.23

4.03

31.62

33.94

26.18

학원

4.23

4.23

34.74

36.05

20.74

학교

1.74

10.05

41.02

27.21

19.97

학원

3.55

6.36

25.89

32.99

31.21

학교

4.63

14.89

46.21

23.46

10.81

학원

4.43

3.82

25.84

40.21

25.69

학교

5.44

17.54

43.95

23.59

9.48

학원

4.02

4.56

25.19

43.87

22.37

학교

6.14

11.21

27.77

29.37

25.5

학원

6.89

9.24

20.82

26.83

36.22

학교

7.16

17.98

32.02

25.42

17.42

학원

6.57

7.03

25.69

31.96

28.75

학교

8.03

17.77

32.63

25.6

15.96

학원

5.01

6.42

26.01

34.82

27.75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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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숙제·시험이 잦은 수학 사교육으로 인해 공부는 많이 하게 되나, 창의력과 응용력이 향상되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영향
수학 사교육에서는 숙제를 많이 내주고
시험을 자주 보아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

수학 사교육 수업을 통해
창의력과 응용력이 높아진다.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초

18.03

21.86

35.66

15.98

8.47

중

11.99

21.39

39.02

21.53

6.07

고

8.57

15.5

34.71

34.5

6.71

초

11.99

13.76

40.6

24.25

9.4

중

15.9

21.24

42.92

16.62

3.32

고

14.6

25.05

40.89

16.56

2.9

(2) 질적 면담 개요

●면
 담자

수 : 총 31명

※ 고교 학생 10명, 학부모 7명, 고교 교사 7명, 학원 강사 2명, 학원장 1명, 과외교사 4명
●면
 담시기

: 2011.6~7

(가) 수학교과에 대한 인식
●학
 생들은

수학을 교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수학 교육과정

(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리적 사고 및 합리적 문제해결능력 등의 배양보다는 대학입시 준비 때문
이 그 이유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수학교과에 대한 학습동기도 미약함.
- “수학을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미적분은 생활에서 쓰지도 않는데”
- “논리적 사고는 변명이야. 의사도 나중에는 통계 밖에 안 쓴대”

●이
 에

따라 학생들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교과’,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좌절과 지적 희열

을 경험하는 교과’, ‘재미가 없더라도 피할 수는 없는 교과’ 등 인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음.
- “벼락치기 같은 것은 안 통하죠”
- “‘풀었다!’하고 소리를 지를 뻔 했어요”
- “재미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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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학공부의 패턴
●부
 모의

권유에 의하여 초등학교 시기부터 진도 보충과 수월성 추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교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음.
●문
 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진행하며, 이해와 암기를 교차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암기를 더 중요

시하는 경향이 짙음.
- “아무래도 문제푸는 기술이 중요하죠”
- “사고력도 결국 암기에서 오는 거 같아요”
- “연습으로 단련해야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나. 2012년 국제수학교육대회(ICME) 및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ICM) 개요
(1) 2012년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ICME : International Congress on Mathematics Education)
●행
 사

개요

-수
 학교육 관련 가장 큰 국제학술대회로서, 4년 주기로 개최되며, 전세계 100여국 수학교사, 수학교육 연구자 등 3,000여
명 참석 예정2)
- 기간/장소 : 2012.7.8(일)~15(일) / COEX
●추
 진

경과

- 제12회 국제수학교육대회 개최지로 서울 선정(2007.12.31)
- 2012년 국제수학교육대회(ICME-12) 조직위원회 출범(2009.5)3)

(2) 2014년 제27차 국제수학자대회(ICM : International Congress on Mathematics)
●행
 사

개요

-전
 세계 수학자들이 모이는 기초과학 분야 최대 국제학술대회로, 4년 주기로 개최되며, 개최국의 원수가 수학 분야 노벨상
으로 불리는 필즈상(Fields Medal)을 수여하는 전통이 있음.
- 기간/장소 : 2014.8.13(수)~21(목) / COEX

2) *국제수학자대회(ICM)와 2년씩 교차로 개최 (2010년 ICM, 2012년 ICME, 2014년 ICM)
3) 조직위원장 : 한국교원대 신현용 교수, 한국교원대 류희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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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경과

- 국무조정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 (2008.1.23)
- ICM 2014 개최지 후보로 서울 선정(2009.4)4)
- ICM 2014 조직위원회 출범(2010.6)5)

국가별 필즈상* 역대 수상 현황(1936~2010)
국가

명

국가

명

국가

명

미국

13

이탈리아

1

오스트레일리아

1

프랑스

12

중국

1

핀란드

1

영국

7

독일

1

이스라엘

1

(구)소련

3

뉴질랜드

1

베트남

1

러시아

3

노르웨이

1

스웨덴

1

일본

3

벨기에

1

총합

52

* 캐나다 수학자 필즈(John Charles Fields)의 유언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국제수학자연맹에 의해 4년마다 40세 미만 수학자에게 수여.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
리며, 국제수학자대회 개최국의 원수가 수여할 정도로 권위가 높음. 상금은 15,000 캐나다달러.

다. 현장의견 수렴 주요내용
(1) 릴레이 간담회 결과
●학
 계(2011.5.17)

- 수학교육을 통해 인내, 성취감, 소통, 팀워크, 자기주도적 능력 등 인성 배양 가능
- 수학에 대한 자신감 키워주는 것도 중요
- 교사 양성 및 임용 시스템 개편 필요
- 대도시와 중소도시, 남학생과 여학생 간 수학역량 편차 극복방안 강구 필요
- 과학기술계의 기초과학 R&D 역량 제고를 위한 수학교육 개선 필요
- 교과서 제작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교육과정 수시 개정은 자제해야

4) 국제수학연맹(IMU) 사무총회에서 개최지 최종 인준(2010.8)
5) 조직위원장 : 포항공대 박형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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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계(2011.5.20)

- 수학교육 목표, 방향, 기준을 우선 확립할 필요(교육과정 총론이 추상적이며, 각론과 괴리가 큼)
- 수학교육 개선을 위해선 입시체제를 개선해야
- 진도 위주 수업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여유 있게 편성하거나 수능 출제범위를 제한할 필요
-집
 중이수제가 진도 위주 수업을 조장(수학은 저학년 때 충분히 기초를 형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학년 때 입시 대비용으
로 몰아서 수업)
-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단기간 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
- 과학실험만이 아닌 수학실험도 필요하며, 관련 인프라 조성해야
- 교사 간 수준차가 크므로 교사 전문성의 상향평준화 필요

●산
 업계(2011.5.26)

-신
 입직원 역량이 저하되고 있는데 사교육에 너무 길들여져서 그런 것 같음(넓게 많이는 알지만, 깊이가 없고 문제해결능
력도 부족)6)
- 문제해결능력 키우기 위해선 학교 수업시간에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대
 학으로 학습량을 상당부분 이관하고 초·중·고 시절에 사고력을 키워야 : 초·중·고 시절에 호기심, 사고력, 창의성에
대한 기본태도를 기르고 기본지식을 익힌다면 대학 때 창의력 만개할 수 있어
-교
 사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며, 수학이 실제 활용되는 현장(산업계, 과기계)을 다녀보면 수학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임
- 수학교육 트랙을 수준별, 수요별로 다양화해야(심화수학, 교양수학, 생활수학 등)
- 질 높은 콘텐츠(SW, 교구, 교재) 개발에 집중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쌍방향 소통 IT기기 적극 활용
- 교육용 SW가 너무 비싼데 가격을 낮추어 보급을 확대할 필요
- 반면, 첨단기기에 너무 의존하면 교사가 뒷무대로 밀려날 우려

●과
 기계(2011.5.31)

- 수학의 수월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 대중화도 함께 가야
- 수학관 설립 요망(별도 건물, 또는 과천과학관 내부)
- 신입 연구원들이 아는 것은 많은데 지식의 조합과 응용이 잘 안됨
- 우리의 수학은 계산과 형식적 추론에만 머물러 있어(※ 수학의 4가지 측면 : 인지, 계산, 응용, 창조)
- 수학 공부는 무척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오는 것은 별로 없는 저효율 구조
- 고교 학습내용은 대학에서 배워도 되고, 초·중·고 시절엔 그릇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6) 대졸 신입사원 업무역량 관련 기업 설문조사결과(총 14개 항목 중) : 창의활용능력 11위, 수리활용능력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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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학습수준을 낮추더라도 우수 학생들은 AP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학력 저하 문제 예방 가능
- 수학 때문에 과학까지 피해(이공계 기피의 한 원인이 수학이 싫어서)
- 동기부여 중요 : 외국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학습하지만, 우리는 입시용으로 울며 겨자먹기식 학습
- 기초 R&D 투자 시 수학자, 수학교사에 대한 투자 필요
- 요즘은 석·박사 출신 수학교사도 많으므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해야
-수
 학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선 교대, 사범대 시스템부터 자세히 진단할 필요(미국 STEM교육의 핵심도 결국 교사 인센티
브 강화임)
- 학교와 지역 대학, 연구소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재와 학습법 개발할 필요

(2) 교사 간담회(서울·경기·강원권 2011.9.29, 대전·충청권 2011.10.4, 호남권 2011.10.9, 영남권
2011.10.13.)
●수
 학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평가 및 입시다. 교사에게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소신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

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수와 컨설팅이 확
실히 실시된 이후에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초
 등의

경우 수학교육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없다. 초등학교의 수학교육 전문인력을 활용

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는 모든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므로, 수학에 관심
이 부족한 교사도 수학수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무적인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시
 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콘텐츠가 더욱 중요하다. 첨단시설 설치보다는 수학교구와 전담교사 확보가 우

선이다. 최첨단 시설의 선진화 보다는 미시적인 수업환경 선진화가 중요하다.
●손
 으로 만들고 체험하는 수학교구가 매우 중요하다. 수학체험관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학교사

가 수학체험관을 직접 체험하고 그 중 필요한 교구를 자신의 개성에 맞게 수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일
 대일

컨설팅, 온라인 맞춤형(수시질문-즉시대답) 연수 등 현장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학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수
 학교육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교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하고, 수학교사가 변

화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현
 재의

대입제도와 사회분위기 속에서 교사에게 평가권을 부여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 장기적으로 교사에게 평가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대입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
 교

예산계획 수립시 수학교실 및 수학교구를 위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교과부의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미
 래형

수학교실은 시설이나 기자재와 같은 하드웨어 보다는 교수학습자료, 교사확보, 체험교구 확보

등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하며, 설치 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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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등학교

저학년부터 수학격차가 발생한다. 초등학교 학교 단위로 학교 내부의 수학교사모임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수학교사연구회를 학교 내부 선생님들로 구성하여 학교단위의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
●자
 생적인

수학교사모임, 지역 수학체험전, 교사와 대학의 협력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서

상향식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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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과학기술대학(원)에는 한국과학기술

제5절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육성

원(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광주과학기술원(GIST,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울산과학
기술대학교(UNIST,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있다.

1. 정책 추진 배경 및 도입경과

1971년 설립된 KAIST가 박사 8,901명, 석사 2
만2,788명, 학사 1만1,955명 등을 배출하는 등 그

가. 정책 추진 배경

간 KAIST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대학(원)은 고
급 과학기술 인재양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사

“지식기반시대에는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등장

회적 기술수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

하며, 결국 이런 기술이 미래 국부 창출의 원천

한 인재양성과 국가 전략적인 연구 활동, 지역산

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업 발전의 연구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했다는

(Peter Drucker)의 말이다. 지식기반사회의 경우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KAIST(2012년 QS 세계

경제와 사회의 경쟁력은 과학기술과 이러한 과학

대학 순위 63위)를 벤치마킹한 홍콩과기대는 국제

기술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서 시작

적인 과학기술대학으로 발돋움(2012년 QS 세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재에 의해 신기술이 태어

대학 순위 33위)했으나, 국내 과기대학(원)은 여전

나며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국

히 세계 명문대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경쟁력은 세계수준의 연구대학이 얼마나 많으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과 연구의 기능이 융합된

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개 과학기술대학(원)의 이점을 활용해 글로벌 시

이명박 정부는 WCU(World Class University)

장을 선도하는 연구와 지역산업을 주도하는 지역

사업과 BK21 사업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대학원

수요기반의 R&D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관련 핵심

재정지원사업을 WCU 사업과 GPS(Global Ph.D.

인재를 양성하고, 강점 분야를 특성화해 나갈 계

Scholarship) 시스템으로 체계화하고 가능성이 있

획이다. 이를 통해 4개 과학기술대학(원)을 과학기

는 대학에 WCU 사업과 GPS 시스템을 집중하여 연

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구중심대학 육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수

이미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있는 과학기술대학(원)을 특성화하여 선택과 집중
을 통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나. 도입 경과

대학과 출연연구소 기능이 융합되어 빠른 기
간 내에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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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2006년부터 5년 주기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재관과 5개 대

로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

학 기획처장으로 「과기대 특성화 실무 TFT」를 구

고 있으며,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이 종료

성(2011.7)하였다. 2011년 7월부터 월 1회씩 7차례

됨에 따라 2011년 2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

운영된 실무 TFT를 통해 각 대학의 특성화 추진전

과학기술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 창의

략을 공유하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고, 과

적 과학기술인재대국을 위한 「제2차 과학기술인력

학영재학교와의 연계방안, 산업체와의 협력 및 창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6)」(2011.5)은 (대

업지원 강화, 5개 대학의 연계 및 교류 확대 방안

학·원) 교육의 특성화·내실화 및 글로벌 연구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대학(원)(KAIST, GIST,

또한 「과기대 특성화 실무 TFT」에서 5개 과학기

DGIST, UNIST)을 이공계 분야의 세계적 연구거

술특성화대학 간 상호 교류 확대 및 협력 활성화

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를 위해 MOU를 체결하여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KAIST,

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2012년 2

GIST, DGIST, UNIST 관계자들과 함께 4개 과

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

학기술특성화대학의 대학운영, 예산, 교육 및 연

학 총장 간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구 분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7월 수립

대학을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육성하기

한 ‘4개 과학기술대학 특성화 및 육성방안ʼ의 추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공동으로 마련, 「4개 과학

진과제별로 2012년도에 중점 추진할 세부사업을

기술대학 특성화 및 육성방안」(2011.7)을 수립하

제시하고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2년도 과학

였다. 4개 분야 10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된 특성

기술특성화대학 육성 시행계획」을 KAIST, GIST,

화 및 육성방안 중 ‘과학기술대학 연계 및 교류 확

DGIST, UNIST와 함께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

대’를 통한 교육·연구분야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세계 일류 과학기술 선

KAIST, GIST, DGIST, UNIST 뿐 아니라 포항공

도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과대학교(POSTECH)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

하고 있다.

<그림 5-5-1> 교육과학기술부-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협력 MOU 체결식(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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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및 성과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우수 교수를 정년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

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육성방안 주요 내용

도를 마련하고, 교수 인건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
율을 높여 과도한 연구비 수주경쟁을 피하고 연구

(1)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조성

몰입 환경을 조성하며, 연구역량이 뛰어난 PostDoc.을 연구전담교원으로 확보하는 등 연구 지속

(가) 초중등 과학교육과의 연계 강화

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과학영재학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AP제도(AP : Advanced

(다) 융·복합 교육 강화 및 교육모델 선진화

Placement, 대학학점 선이수제) 과목을 공동 개

창의·융합적 기초교양과목 운영 및 다전공 간 융

발하여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과학기술특성

합교육을 통해 융·복합 교육의 정착과 확산을 유

화대학에 입학 시 학점으로 인정을 추진하고, 과

도하고, 과학영재(신입생)들에 대한 학생상담 및

학영재학교 대상 공동 AP제도 성과에 따라 향후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지적·정서적 균형 있

과학고에도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과학기술

는 교육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새로운 분야 또

특성화대학 교수와 지역(부설) 과학고, 영재학교

는 융합분야에 대한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사

학생들의 R&E Program을 확대 운영하는 등 과

회적 기술수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영재학교, 과학고를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연

융·복합 교육을 강화한다.

계하여 과학기술과 교육의 융합시너지 효과를 창
출해 나간다.

한국형 전문이학석사(PSM) 과정을 시범운영하여
이공계 분야 학생들에게 부족한 정책, 경영 관련분

초·중등 STEAM 교육과 연계, 지역별 수학·

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URP(Undergraduate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보유

Research Program) 운영 확대와 학생 개개인에

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사 체험연수와 전문성 강

게 특화된 디지털 교육시스템 구축 및 해외 우수

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방학 중 지역 초중등 학

대학과의 교환학생제도 운영 등의 글로벌 교육환

생을 대상으로 과학캠프 등 지식나눔 활동을 전개

경 제공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여건에 맞는 공학

하여 과학기술 분야 관심을 제고하고 우수인재를

교육 모델을 구축·확산해 나간다.

조기 발굴해 나간다.
(라) 스타과학자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나) 우수교원 확보 등 교육·연구기반 강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기술혁신 모험연구, 미래

KAIST Globalization project, GIST Dasan pro-

도전연구, 창의·혁신연구 지원 등을 통해 교수

ject 등 다양한 재정사업을 통해 연구성과가 기대

역량강화 및 선도과학자를 육성하고, 노벨상 수상

되는 우수한 국내·외 인력과 세계적인 석학을 유

자(근접자)들과 공동연구 및 협업을 통해 우수 연

치·확보하고, 교수 대 학생비율을 장기적으로

구인력을 양성하는 등 우수 연구인력에 대한 체계

1:10으로 유지하여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적 지원을 통해 스타과학자를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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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최우수 인재 선발 → 지
속적 관리 →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Fel-

학기술특성화대학을 연계하여 기초연구 역량강화
및 R&D 투자 효율성을 도모한다.

lowship을 운영하고, 과학기술원 박사과정 학생

다양한 연구 분야가 능동적으로 모여 창의적 연

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별도정원을 확보하여 병역

구를 수행하는 개방형 연구시스템을 구축하여 학

특례를 제공하는 등 최우수 인재가 학부생부터 노

과형태의 단점을 보완하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벨상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과는 차별화된

융합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의 창조성과 독립성

최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을 보장하는 융합연구를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개
인 및 소규모 연구로 접근하기 힘든 융·복합 과제

(2) 전략기술과 강점분야 및 융합연구 활성화

를 지속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실현가능성이 검
증된 사업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해 나간다.

(가) 전략기술 및 강점분야 특성화

세계적인 대학과 경쟁 가능한 KAIST는 기 확보된

(3) 대학에 대한 자율부여 및 책무성 확보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창조할 수 있
는 선도연구를 수행하고, GIST, DGIST, UNIST

(가) 기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는 지역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원천 핵심연

녹색, 신성장동력 등 긴급한 현안기술 분야의 인

구와 지역수요 기반의 R&D를 수행하는 등 정부

력을 즉시 수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학과를

는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국가·지역의 전략기

신설·조정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

술 원천연구 등 국가 미래원천 R&D 분야를 중점

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운영 등의 자율성을 보

지원해 나간다.

장해 나간다.
기관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맞는 사업수행을 위

(나) 기초원천 및 융합연구 활성화

해 자율성이 부여된 기관고유사업비 확대를 추진

KAIST 연합(KAIST와 대덕 출연연), DUP(DGIST,

하고, 재정운영과 관련된 학내 운영위원회에 교수

UNIST, POSTECH) 연합 및 GIST 캠퍼스 등 기

와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초과학연구원 연구단을 집적한 3개 캠퍼스와 과

을 제고한다.

<표 5-5-1> 4대 과기대 중점 R&D 분야
대학
KAIST

전략기술 원천연구(예시)

지역수요기반 R&D 연구(예시)

시장창조형 선도연구 및 EEWS* 등 미래원천기술 분야

GIST

레이저, 차세대 태양전지, 환경

광(光)기술, 태양전지

DGIST

뇌과학, 신물질

IT 기반 의료로봇, 스마트센서

UNIST

첨단 신소재(바이오/기계부품/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

이차전지, 그래핀

* EEWS : Energy, Environment, Water,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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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화대학의 기술이전 관련 부서 간 협력을 촉진한다.

이사 선임, 주요사항 결정 등에 대한 이사회의 기
능을 활성화하여 의사결정 체제와 운영체제의 적

나.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

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기관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

조성 추진성과

해 관리규정 강화 등의 내부견제장치를 마련한다.

(1) 초중등 과학교육과의 연계 강화
(4) 산업체 및 과학기술특성화대학간 협력체제

KAIST는 부설 영재학교, 서울과학고 학생을 대

구축

상으로 AP 제도를 운영하여 입학 후 학점으로 인
정하고 있으며, 부설 한국영재학교와 9개의 R&E

(가) 산업체와의 협력 및 창업지원 강화

Program을 운영 중에 있다.

대학이 개발한 기술(실험실 기술)과 기업의 요구

KAIST를 ‘첨단과학 교사연수센터’ 시범운영기

기술(시장기술)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개

관으로 선정(2011.11)하여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

발 및 실용화를 지원하고, 기술설명회 공동개최 및

램을 운영하였고, GIST는 소외계층 대상 ‘배움마

산학 연구과제에 대한 박람회 개최 등 사업화 가

당’, 초중고 대상 ‘과학스쿨’, 고교생 대상 ‘사이언스

능성이 높은 주요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

캠프’ 등 다양한 지식나눔 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해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산·학 협력의 선도적
인 역할을 담당한다.

(2) 우수교원 확보 등 교육·연구기반 강화

R&D 기획, 관리, 평가 등 전과정(전주기관리)

2011년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외국인 교수

에 걸쳐 지식재산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6명을 포함하여 111명(KAIST 30명, GIST 13명,

있는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학생창업교

DGIST 14명, UNIST 54명)의 신임교원을 채용하

육과 학생창업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의지 실

였고, 신임교원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Start-up

현을 지원한다.

Fund, 이주정착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계 및 교류 확대

KAIST, UNIST는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대학발

상호 학생교류를 통한 학점인정, 교수·연구원 교

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70세까지 교육 및 연구 활

류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 등에 대한 지속적 협의

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

를 통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교육·연구 분야

부는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교수 인건비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 추진

위해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참여하는 협의체

중에 있다.

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지식재산 관련 조직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3) 융·복합 교육 강화 및 교육모델 선진화

기술이전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보유기

KAIST의 신입생 대상 Freshman Design Course,

술간 교류와 융합을 활성화하는 등 과학기술특성

GIST의 IT/BT, PT/NT, NT/BT 융합학제, D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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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융복합 해부학’ 교재개발과 공동지도교수제 도

(레이저) 인프라 구축 및 광기술 핵심 R&D를 수행

입, UNIST의 AHS 교육 선진화 등 과학기술특성

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화대학은 융·복합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Tu-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적

toring 서비스, 학생상담, 인성교육 강화(KAIST)

용 가능한 환경 분석기법 개발을 개발하고 서비스

및 예술실기와 체육과목 교육 실시(GIST) 등을 통

를 제공하고 있다.

한 기초소양교육 강화도 추진 중에 있다.

DGIST는 지역의 IT산업과 로봇산업 등이 연계

GIST는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미국의 UC 버

된 IT기반 의료로봇 R&D를 수행하고, 차세대 첨

클리 여름학기를 수강하게 하는 등 과학기술특성

단 산업에 활용 가능한 융·복합형 스마트 센서를

화대학은 해외 우수대학과의 교환학생제도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한국뇌연구원ʼ을 유치하여

통해 글로벌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UNIST

부설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차세대 두뇌산업을

는 전문이학석사(PSM) 과정 시범운영을 위해 에너

선도할 뇌과학 R&D를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 상품거래 & 금융공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UNIST는 이차전지 분야 지경부 ‘대학IT연구센
터’에 지정되었고, ‘KIER- UNIST 울산 차세대 전

(4) 스타과학자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지 원천기술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2013년 완

GIST는 노벨상 수상자를 중심으로 3개의 ·GIST

공 예정으로 그래핀 분야 연구 선도를 위한 저차

노벨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우수 연구인력을 지

원 탄소혁신소재 연구센터와 첨단 생체소재 연구

원하고 있으며, KAIST 289명, GIST 28명의 전문

센터 건립에 착수하였다.

연구요원 확보 등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병역특례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UNIST는 우수학생을 선

(2) 기초원천 및 융합연구 활성화

발하여 교수의 개별연구 지도 및 장학금을 제공하

POSTECH을 포함한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부

는 UNIST Elite Fellowship을 운영하였다.

총장협의회를 개최(2011.6 ~2012.1, 6회)하여 기
초과학연구원 연구단 구성 및 운영을 협의하고, 기

다. 전략기술과 강점분야 및 융합연구 활

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를 위한 대학별 전략·

성화 추진성과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학별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단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

(1) 전략기술 및 강점분야 특성화

KAIST는 수월성을 유지할 수 있는 8개 분야

KAIST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환

및 새로운 분야의 융합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 물 등의 EEWS 관련 첨단기술 R&D와 첨단 의

DGIST는 차세대 융복합 연구센터 준공(2011.7)

과학 연구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센터 운영 및 기술

및 EIT/BIT 원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

혁신 모험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

한 UNIST는 5개의 융합연구원 조직과 실질적인

초로 주행 중 급집전 및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온

융합연구 기반조직인 34개의 연구그룹을 편성·

라인전기자동차를 개발 중에 있다.

가동(2011.5)하는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융합

GIST는 고등광기술연구소를 기반으로 광산업

연구소를 중심으로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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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학에 대한 자율부여 및 책무성 확보

상담제 및 이전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창

추진성과

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GIST는 창업 교육을 위한 미니스쿨 개최, 창

(1) 기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교수 및 학생 창업지원 사업

KAIST는 학칙 개정을 통해 녹색교통대학원과 정

등을 통해 창업의지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보보호대학원을 설립하고, GIST는 기초학부를 신
설하는 등 현안분야 인력수급을 위한 조직을 신설

(2)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계 및 교류 확대

하였다. 또한 DGIST는 연구부·학사부 조직 매칭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

을 통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율

항을 발굴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으로 연구본부 체제를 개편하기도 하였다.

총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총장협의회에

UNIST는 2012년부터 쿼터학기제를 시행하여

서 논의할 안건을 도출하고 조율하기 위해 5개 과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조기배출을 위한 학사운영

학기술특성화대학 기획처장이 참석하는 실무협

제도를 마련하였다.

의회도 운영 중에 있다.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총
장협의회는 2012년 1월에는 GIST에서, 5월에는

(2)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KAIST에서 9월에는 POSTECH에서 개최하였다.

학내 주요사항 결정 등에 학교 집행부와 이사회 간

향후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균형을 유지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2012년 5월 관심 있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

는 고교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

부의 「4개 과기대 감사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따

에서 공동 입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교육과학기

라 기관별 감사기능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

술부는 공동 입학설명회에서 정부의 과학기술특

립하고 시행 중에 있다.

성화대학 육성정책을 소개하여 특성화대학에 대
한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

마. 산업체 및 특성화대학간 협력체제 구

로의 진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였고, 5

축 추진성과

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한 장소에서 필요한 모
든 입시정보를 제공하여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진

(1) 산업체와의 협력 및 창업지원 강화
GIST는 대학이 개발한 기술과 기업의 요구 기술
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용화 연구개발을 지
원하였고, 전시회를 통한 기술상담(GIST), Open
Innovation Day(DGIST), 산업체와의 공동 R&D
설명회(UNIST)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술 홍보를
실시하였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특허·지재권 교육,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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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과학기술특화대학 총장협의회

<그림 5-5-3> 2013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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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나. 연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7월 수립한 「4개 과학기

NSC(Nature-Science-Cell) 논문, 교수 1인당

술대학 특성화 및 육성방안」에 따라 교육, 연구, 사

SCI 논문 등 논문실적 확대와 융합연구 활성화를

업화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

통해 우수 연구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학을 육성해 나갈 것이다. 매년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대학별 사업

다. 사업화

추진, 제도 개선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보완해 나가고, 2012년 2월 교육과학기술

R&D 전(全)과정에서 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부 장관과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총장 간 체결

기술이전 건수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비 회수율을

한 협력 MOU를 바탕으로 건전한 상호 경쟁과 협

제고해 나갈 것이다.

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5개 과학기술특성
화대학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연구중심대학

라. 기타

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

가. 교육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계
획이다.

장기적으로 교수 대 학생비율을 1:10으로 유지하
고 외국인 교수 15% 채용 등 우수교수를 확보하
여 해외 주요대학과 경쟁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
해 나갈 것이다.

<표 5-5-2> 교수 대 학생비율 육성목표
당초

구분

교수 대 학생비율

외국인교수 비율

-2011.3

단기(2012)

중기(2015)

장기(2020)

KAIST

1:17

1:16

1:13

1:10

GIST

1:10

1:10

1:10

DGIST

1:03

1:04

1:10

UNIST

1:18

1:17

01:12.5

KAIST

8%

9%

12%

GIST

7%

8%

10%

DGIST*

13%

5%

10%

UNIST

4%

8%

13%

* DGIST 외국인교수 비율 : 2011년 3월 13% (2명/15명) → 2012년 5% (2명/40명)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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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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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3> 우수 연구 성과 육성 목표
당초

구분

KAIST

GIST

DGIST

육성 목표

-2011.3

단기(2012)

중기(2015)

장기(2020)

교수 1인당 논문 IF*

16.9

18

20

23

NSC 게제건수

6

7

9

12

KI 융합연구 과제수

240

260

330

450

교수1인당 SCI 논문

4.8

4.8

5

5.2

상위 10% 이내 SCI 논문 비율(%)

29.6

30

32

35

융합 연구비 비율(%)

13

15

20

42

교수1인당 SCI 논문

2.4

3

5

6

학연공동 융합연구과제

-

2

10

50

교수1인당 SCI 논문

2.3

3.4

4.8

5.5

융합연구 글로벌 브랜드수

-

2

4

10

-2011.3

단기(2012)

중기(2015)

장기(2020)

KAIST

40

50

75

120

산업체 기술이

GIST

23

30

35

45

전 (건수)

DGIST

6

10

25

70

UNIST

1

20

40

60

UNIST

* IF(Impact Factor) : 학술지 수록 논문의 평균 피인용지수(최근 2년간)

<표 5-5-4> R&D 과정 내 산업체 협력 강화 육성 목표
당초

구분

육성 목표

KAIST

0.84

1

2

4

연구비 회수율

GIST

3.4

3.6

4

4.5

(%)

DGIST

0.28

0.8

2.5

4

UNIST

0.1

1.3

2

3

(2011.3)

단기(2012)

중기(2015)

장기(2020)

79

70

40

20
35

<표 5-5-5>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개별 특성에 따른 육성목표

구분
KAIST

GIST

DGIST

UNIST

QS 세계대학평가 순위

당초

육성 목표

기업회원 개수

1

5

20

외국인 학생 비율(%)

10

10

12

15

국내특허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율(%)

50

55

70

80
5팀(20명)

Star Team 유치*

1팀(4명)

1팀(4명)

2팀(8명)

학연공동 연구비율(%)

-

10

25

50

연간 박사배출(명)

-

15

50

250

연간 NSC 발표논문

3

8

13

20

* Star Team : 세계적 우수 연구 Lab을 DGIST 내에 유치하여 탁월성 연구 공동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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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등 참고자료
●참
 고자료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현황(2012.3 기준)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육성 비전 및 추진전략
- 한국과학기술원(KAIST) Vision 2025
- 광주과학기술원(GIST) Vision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Vision
-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Vision

참고 1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현황 (2012.3 기준)

KAIST
(한국과학기술원)

구분
기관 성격

GIST
(광주과기원)

DGIST
(대구경북과기원)

UNIST
(울산과기대)

직할 출연기관(연구기관대학)

국립대학법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에 지정)

(법인형태 국립대학)

국립대학법인
설립

근거법률

한국 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립연도(입학기준)

1971(1973)

1993(1995)

2004(2011)

이사 20인 이내

이사 15인 이내

이사 15인 이내

이사 15인 이내

(당연직 : 총장, 교과

(당연직 : 총장, 교과부·기재

(당연직 : 총장, 교과부·기재

부·기재부 국장)

부 차관,대구시장, 경북지사)

부·지경부 국장, 울산시장 추

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사회 구성

(당연직 : 총장, 교과부·
기재부·지경부 국장)

대학운영

성과평가
(평가결과 활용)

(기관장 성과연봉, 출연금 경상비 조정)

(행·재정지원에 반영)

입학학사운영

학칙에 따라 입학기준, 전형 등 자율성 보장

일반대와 동일

주요사항 이사회 의결(기타사항 총장 전결)

총액

7,516억원

2,397억원

961억원

1,186억원

정부출연금

1,683억원

1167억원

693억원

600억원

(정부출연 비율)

(22.4%)

(48.7%)

(72.1%)

(50.5%)

총인건비

1,029억원

224억원

108억원

285억원

정부지원 인건비

517억원

억원127

69억원

225억원

(정부지원 비율)

(50.2%)

(56.7%)

63.9%)

(78.9%)

508억원

176억원

126억원

25억원**

기관고유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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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1인)

법인경영평가 예정

정부지원

교육

2009

출연(연) 기관평가

조직인사

예산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

재학생

9,818명

1260명

132명

2,548명

대학원/학부생

5791명/4027명

985명/275명

132명/0명

295명/2253명

(대학원생 비율)

(144%)

(358%)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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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

교직원

1062명

251명

명108

전임교원

588명

129명

23명

404명
145명

(교수 : 학생 비율)

(1 : 17)

(1 : 10)

(1 : 5.7)

(1 : 18)

총연구비

2,589억원

624억원

210억원

295억원

(정부지원 비율)

(86%)

(83%)

(96.6%)

(87.6%)

특허출원/등록

1050건/746건

275건/152건

93건/88건

97건/12건

4편

4.93편

0.93편

2.16편

기술료 수입

38.6억원

13.5억원

2.18억원

27억원

(연구비 회수율)

(1.5%)

(2.04%)

(1.03%)

(9%)

전임교수 1인당
SCI 논문실적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연구형황 및 성과는 11.12월말 기준
** 기관고유사업비 성격의 성과사업비(UNIST 융합연구원 운영)

참고 2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육성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세계 일류 과학기술 선도대학 육성
“과학연재를, 세계 탑클래스 과학기술자로 키우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

추진전략
➊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 조성
➋ 전략기술과 강점분야 및 융합연구 활성화
➌ 대학에 대한 자율부여 및 책무성 확보
➍ 산업체 및 4개 과기대간 협력체제 구축

중점 추진과제
➊-1. 초중등 과학교육과의 연계 강화
➊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 조성

➊-2. 우수교원 확보 등 교육연구기반 강화
➊-3. 융복합 교육 강화 및 교육모델 선진화
➊-4. 스타과학자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➋ 전략기술과 강점분야 및 융합연구 활성화

➌ 대학에 대한 자율부여 및 책무성 확보

➍ 산업체 및 4개 과기대간 협력체제 구축

➋-1. 전략기술 및 강점분야 특서오하
➋-2. 기초원천 및 융합연구 활성화
➌-1. 기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➌-2.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➍-1. 산업체와의 협력 및 창업지원 강화
➍-2. 4대 과기대 연계 및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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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한국과학기술원(KAIST) Vision 2025

KAIST Vision 2025 개요

인류를 위한 지식 창출
- Knowledge Creation for Humanity -

Vision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중심대학

Goal

1. 미래를 이끌 도전적인 글로벌 리더 양성
2.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연구
3. 화합과 협력을 통한 발전
4. 지속 성장하는 KAIST 구축

Core
Value

열정(Passion)

창의(Imagination)

Global leader
Education
Education
3.0
우수교수
/학생유치

3

국가 G7
진입 주도연구

4

1

8

12대
전략방향
Strategy

5

연구수월성
제고

470

산학
협력의 메카

7

2

Strategy

지식한계
초월연구

진리(Truth)

11

6

12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9

인류를
위한 봉사

10

지속가능
발전전략

전략적 인프라
마스터플랜

스마트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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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광주과학기술원(GIST) Vision

2025 GIST 세계 초일류 선도 연구대학

목표구현
(2016~2025)
World Top 30

성장

세계 초일류

(2006~2015)

이공계 대학으로 성장

GIST-2015
세계일류 수준의

기반조성

연구중심 이공계 대학

(1995~2005)
국내최고 수준의

2011 QS 세계대학순위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ʼ

연구중심 이공계 대학원

세계 12위
2010 QS 세계대학순위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ʼ

1996~2006
교수 1인당 SCI 논문발표수

세계 10위
2010 연구비대비 회수율

국내 1위(41.82편)

3.4% 달성
1995

2000

1

2005

2010

2015

2

교육 부문

•세계 12위의 연구력 유지 및 강화

2025

연구 부문

•기관역량을 집대성하고 노벨사 수상을 목표

•국제적인 우수 교수진 유치 및 글로벌 미래

로 Caltech과 공동연구소 설립

인재 양성

•미래문제 해결형 창의선도 연구수행

GUP
Global Leading
University
World Top 30
by 2025

3

국제화 부문

•외국인 교수 및 학생 유치 등 다문화 글로벌
캠퍼스 구성
•UNU-RTP설치

4

성과확산 부문

•시장지향 개방형 융합실용화 C&D
(Connect & Development)
•서남권 대학혁신기술 사업화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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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Vision

세계 초일류 융복합 연구중심대학

비전
vision

목표
target

지식창조형 글로벌 인재양성 / 미래 융복합 기술 창출

1단계

2단계

3단계

(2011~2020)

(2021~2030)

(2031~2040)

국내 최고수준의

세계 일류대학

세계 선도대학

연구중심대학

추진전략
strategy

•융복합 교육/연구

•상호보완적 국가수월성 추구

•학/연 상생협력

•글로벌 네트워킹

•기초과학중심 학부교육

MIREBrain program
특화육성분야

“MIREB rain program”
학연 5대 특성화 분야

신물질연구

첨단의료로봇연구

Emerging Materials

Medical Robotics

•양지물질
•바이오물질
•계산물질과학

•고해상도 실시간
3D뇌영상기술연구
•다중뇌영상 안내기반
뇌수술/중재시술 로봇연구
•MEG기반 생체신호

정보통신융합연구

통합재활로봇 개발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사이버 컴퓨팅
•피지컬 디바이스
•사이버-물리 융합
원천기술

그에너지융합연구
Green Energy

뇌대사융합연구
Brain Science

•그린에너지 융복합
기술 개발
•차세대에너지저장

•노대사체학
•노인성 뇌질환
•인체감각신경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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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에너지소재 설계 및
시스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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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Vision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
vision

World leading university to advance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prosperity of humankind

2020년에 세계 20위권, 2030년 세계 10위권 이공계 특성화 대학
To advance into a global top 20 university in science and technology by 2020, top 10 by 2030

교육 _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 양성
To educate future global leaders with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연구 _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융합과학기술 구현
	To promote cutting-edge interdisciplinary research to create a paradigm for green growth

Goal
2030년까지 세계 최고 과학자 2명 및 글로벌 스타 과학자 10명 배출
(노벨상, 필즈상, 라스카상, 큐리상 등 수상자)
To produce two world-best and ten global star scientists by 2030
(Nobel Prize laureates, winners of the Fields Medal, Lasker Awards, Marie Curie Excellence Awards,
etc.)

4개의 UNIST 글로벌 브랜드 창출
To create four UNIST global brands

창의·융합·글로벌화·선택과 집중
Creativity·Interdisciplinary·Globalization·Strategic Focus

창의 _LMS(Learning Management System)기반 토론식 수업
Creativity _ Discussion-besed teaching utilizing the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융합 _ 전학생 무전공 입학, 2개 이상 전공트랙 이수, 교수의 2개 이상 학부 소속 의무화

Strategy

inerdisciplinary _ Choice of major determined after entry and two or more major tracks
required : affiliation with two or more schools obligatory for faculty members

글로벌화 _ 국내 대학 최초 100%영어 강의, 외국인 교수 및 학생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Globalization _ First Korean university to conduct 100% of lectures in English, foreign faculty
and student ratio to gradually reach 20%

선택과 집중 _ 중점 연구 분야 선정 및 융합 연구원을 통한 집중 연구
Strategic Focus _ D
 etermination of focused research areas and establishment of the
UNIST Multidisciplinary institute(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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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 현황
Ⅰ. 기구 및 조직

조 직
국·관·단 과(담당관)·팀·단
3·13·2
67·3

실(본부)
4

정원
744명

※ 별도정원(1단 3과, 18명)포함

장관
정책보좌관

감
사
총
괄
담
당
관

민
원
조
사
담
당
관

연
구
감
사
팀

사
학
감
사
팀

특
별
감
찰
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

연구개발정책실

정책기획관

운
영
지
원
과

인
사
과

기
획
담
당
관

예
산
담
당
관

행
정
관
리
담
당
관

규
제
개
혁
법
무
담
당
관

교
육
시
설
담
당
관

홍보담당관

대변인

감사관

홍
보
기
획
담
당
관

기초연구정책관

비
상
계
획
담
당
관

기
초
과
학
정
책
과

기
초
연
구
지
원
과

원
천
연
구
과

미
래
기
술
과

전략기술개발관

융
합
기
술
과

원
자
력
기
술
과

우
주
기
술
과

원
자
력
우
주
협
력
과

인재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관

지
방
교
육
자
치
과

창
의
인
성
교
육
과

평
생
학
습
정
책
과

대
입
제
도
화

유
아
교
육
과

학교지원국

교
원
정
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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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과

특
수
교
육
과

학
교
선
진
화
과

학
부
모
지
원
과

영
어
교
육
정
책
과

학생지원국

학
생
복
지
과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체
육
예
술
교
육
과

국제협력관

과
기
인
재
정
책
과

글
로
벌
정
책
담
당
관

과
기
인
재
양
성
과

과
기
인
재
기
반
과

연
구
환
경
안
전
과

글
로
벌
협
력
담
당
관

대학지원실

미래인재정책관

지
방
교
육
재
정
과

과학기술인재관

진
로
교
육
인
재
정
책
과

대학선진화관

직
업
교
육
지
원
과

대
학
선
진
화
과

교육기반통계국

학
생
자
치
과

교
육
정
보
기
획
과

교
육
정
보
화
과

학
생
건
강
총
괄
과

교
육
통
계
과

이
러
닝
과

국
립
대
학
제
도
과

사
립
대
학
제
도
과

대학지원관

대
학
원
제
도
과

학
술
인
문
과

대
학
지
원
과

대
학
장
학
과

산학협력관

산
학
협
력
과

지
역
대
학
과

전
문
대
학
과

취
업
지
원
과

대경과기원과학관

국제과학비즈니스

건립추진단

벨트기획단

기
획
총
괄
과

대
경
과
기
원
건
설
과

과
학
관
건
설
과

기
획
조
정
과

기
반
조
성
과

과
학
산
업
과

재
외
동
포
교
육
담
당
관

부록

■ 직속기관 : 8
○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
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 국립학교 : 86
○ 대학 27, 교육대학 10, 한국방송통신대학 1, 전문대학 1, 대학부설학교 40, 해사고등학교 2, 특수
학교 5

■ 시·도교육청 : 17 (교육지원청 : 177)
○ 서울(11), 부산(5), 대구(4), 인천(5), 광주(2), 대전(2), 울산(2), 세종, 경기(25), 강원(17), 충북(11),
충남(14), 전북(14), 전남(22), 경북(23), 경남(18), 제주(2)

■ 산하단체 : 50
○ 공공기관(38)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
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
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
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
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 기타단체(12) : 과기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
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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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서별 주요기능
부서

주요기능

대변인

홍보담당관

홍보업무의 계획·조정, 교육 및 과학기술정책의 홍보, 기자실 운영

감사총괄담당관

감사계획 수립, 본부·소속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 등 감사

민원조사담당관

공직감찰, 청렴도 향상, 민원업무 총괄

감사관

연구감사팀

출연기관·연구기관·국책연구사업단 감사, 재산 등록

사학감사팀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감사·회계검토 및 자체감사제도 시행

특별감찰팀

특별감찰

인사과

임용(징계 포함), 인사, 복무, 교육훈련

운영지원과

문서관리, 보안, 행사, 경리, 결산, 복리후생, 국유재산·물품

기획조정실

정책 및 재정기획
기획담당관

주요업무계획 수립,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 정책자문위 운영

예산담당관

예산 편성, 배정 및 이용 등 예산집행

행정관리담당관

조직·정원 관리, 성과평가, 정부업무평가, 변화관리, 부내정보화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무, 송무, 국회업무, 규제 완화, 국무회의, 차관회의

교육시설담당관

학교시설사업 시책·재해방지, BTL 사업, 국립대 시설예산

홍보기획담당관

주요정책 홍보전략 개발, PCRM 운영, 일일상황보고

비상계획담당관

비상계획 총괄, 위기대응 및 안전관계 정부훈련

인재정책실

인재정책, 지방교육자치, 창의인성, 초중등교육제도, 평생교육
지방교육자치과

지방교육자치제도, 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대입제도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입학사정관제 및 교육청 진학지도 지원

유아교육과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유아학비지원, 유아·유치원 교육과정

미래인재정책관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정책, 교부금, 교지·학교용지, 학교회계

창의인성교육과

창의·인성교육, 교육기부, 녹색교육, 창의체험자원지도 개발·관리

학교선진화과

초·중등 교육제도, 학사관리 선진화, 고교 다양화, 교육국제화특구,
학생생활기록부, 학적관리

창의인재정책관
학부모지원과

평생직업교육관

사교육경감대책, 시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영어교육정책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영어교사 능력 발전, 방과후 영어교육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진흥,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진로교육인재정책과

직업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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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자녀교육, 학교운영위,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주5일 수업제,

인재정책,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미래인재포럼, 진로·직업교육,
진로진학상담교사, 일반고 직업과정 운영지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육성,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취업지원센터 및
지자체 취업 지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취업 촉진

부록

부서

주요기능
교원정책과

학교지원국

교육과정과

학생복지과

농어촌학교 육성, 다문화 교육지원,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학생자치과
교육정보기획과
교육정보화과
학생건강총괄과

학교문화 및 학생 생활문화 선진화, 초·중등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부처 연계 체험활동, 동아리
학업성취도,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및 분석,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정보화, 나이스 구축·운영, 대학 정보화, 정보보호 행정,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전자서명인증
학생건강, 학교급식업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리·지원

이러닝, 사이버가정학습, EBS수능강의, 사이버대학, IPTV

연구개발정책실
기초과학정책과
기초연구지원과
원천연구과
미래기술과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총괄,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 기획·총괄,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인재육성, 국제장학사업
국가 및 국제기구 간 교육과학기술 분야 개발협력, 국제협약 총괄,
아시아/아프리카 협력, 한중일 교육과학기술협력, ODA, FTA
재외동포 교육정책, 재외한국학교 등 지원, 한국어해외보급
기초·원천연구, 핵융합 및 가속기, 우주 및 원자력, 과기인재육성
연구개발제도, 자체평가,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투명성 제고, 기술료사업,
민간 R&D 지원, 산기협
일반·중견·리더연구, 기초연구 총괄,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원천사업, 21C·글로벌 프론티어, 해양·극지·녹색성장,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바이오, 나노, 뇌연구원, 신약개발, 차세대 정보컴퓨팅기술개발, 핵융합 정책,
방사광(포항) 가속기, 고온 연구장비 구축·지원

융합기술과

신성장동력 및 융합기술개발, 공공복지안전사업

우주기술과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위성·발사체, 국가위성정보 활용

원자력기술과

원자력·방사선 정책, 미래 원자력 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원자력우주협력과
과기인재정책과

과학기술인재관

체육교육, 예술교육, 학생체력증진, 학교안전업무

교육기본통계, 정보공시, 국제교육·인재통계 지표 관리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전략기술개발관

전문상담교사, 대안교육, 병원학교 설립·운영

이러닝과

글로벌협력담당관

기초연구정책관

학교폭력(성폭력포함)예방종합대책, 학생 보호 대책 수립, 위기학생지원,

교육통계과

글로벌정책담당관
국제협력관

동북아 역사문제, 한국바로알리기 지원
장애학생 의무교육·통합교육, 장애인 고등 및 평생교육

체육예술교육과

교육기반통계국

유·특수·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e-교과서, 국·검정도서,

특수교육과

학교폭력근절과
학생지원국

교원정책,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정원, 인사, 교원단체·교원노동조합,
교육공무원 보수·수당

과기인재양성과
과기인재기반과
연구환경안전과

원자력 및 우주 분야의 양국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
과학기술인력 제도, 여성과학기술인, 기술사, 연구개발서비스,
기초연구회 육성지원 및 출연연평가, 출연연선진화
과기 특성화대학, 영재교육, 창의재단, 융합인재교육(STEAM),
수학·과학 교육과정, 융합형 과학, 과학교육과정 및 교과서
국공립 과학관 육성, 과총, 과학연구단지,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운영, 과학문화 확산, 과학의 날(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

479

정책자료집 ➍ 과학기술 혁신

부서

주요기능

대학지원실

대학 제도, 지원, 산학협력 관리
대학 교원인사, 학생정원, 학사, 약대학제개편,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대학선진화과

고등교육재정지원 총괄, 국립대 비국고회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운영,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관련 대학 역량평가

대학선진화관

국립대학제도과

사립대학제도과

대학원제도과

학술인문과
대학지원관

국립대 구조개혁, 대학 법인화, 설·폐, 국립대병원, 교원정원,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사립대학 정책, 설·폐, 학교법인 예결산·재산관리 및 지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지원
대학원 정책, 설·폐, 법학·의치학·경영 전문대학원
학술진흥정책 수립 총괄 지원, 인문사회연구진흥, 한국학진흥, 대학
간접비, 학술단체 지원

대학지원과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BK21, 대학 교육·연구 역량강화

대학장학과

대학 등록금 안정화, 국가근로장학제도, 대학생 학자금 계획

산학협력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 산학협력단, 학생창업, TLO지원사업

지역대학과

지역발전 정책, 산학협력선도대학, 산업단지캠퍼스조성, 지역인력
양성, 지역대학 특성화

산학
협력관

전문대학과

취업지원과

기획조정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기획단

기반조성과

과학산업과

기획총괄과
대경과기원·과학관

대경과기원건설과

전문대학 정책, 세계수준의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전문대학
학사관리,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4년제 운영학과
대학생 취업지원, 산업체 계약학과 제도정비, 자격제도, 해외인턴십,
학교기업 지원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연구인력의
양성 및 교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공간조성 계획,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및 지원, 거점지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 조성, 과학산업화 계획,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인 육성·지원, 학위과정 설립 기획총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육연구시설부문 및 지원시설 BTL사업총괄

건립추진단
과학관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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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작 설치 관리 총괄

부록

Ⅲ. 기관별 정원
                                            

구 분
교육과학

정무직

교육전문직

교원

계약직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2012. 8. 8 기준)

계

3

69

-

3

618

11

48

752

직속기관

1

75

-

7

283

5

69

440

국립학교

-

17

19,859

-

4,063

98

2,180

26,217

17

4,225

623

75

189

5,255

24,140

6

24,326

368,014

75

309

31,878

419,563

기술부

지방교육
행정기관
공립학교

-

-

324,306

계

21

4,386

344,788

13,756
19,376
10

38,096

*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립학교 일반직 정원 : ‘12.7.1기준

Ⅳ. 각급학교 현황
                                                        (2011. 4. 1 기준)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비고

유치원

          8,424

        564,834

         38,662

초등학교

          5,882

      3,132,477

        180,623

중학교

          3,153

      1,910,572

        110,658

고등학교

          2,282

      1,943,798

        131,083

방송통신고*

             40

         15,072

-

기타학교

             38

          9,968

            703

특수학교

            155

         24,617

          7,407

전문대학

            147

        776,738

         12,891

대학

            183

      2,065,451

         58,104

교육대학

             10

         20,241

            820

산업대학

              9

        122,916

          1,869

기술대학

              1

            176

              -

방송통신대학

              1

        268,561

            148

각종대학

              5

          4,873

            187

원격대학

              2

          3,640

             24

사이버대학

             18

        107,494

            536

사내대학

              2

            176

             11

기능대학

             12

         25,817

            894

전공대학

              3

          9,690

            190

41

        329,933

          6,516

20,408

11,337,044

551,326

대학원
계

*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 대학과정, 전문대학과정

* (대학부설대학원 ) 전체수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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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2년 예산 현황
◈ 총 재정지출 규모 : 53조 2,637억원
■ 예산 : 49조 764억원
[회계별]                                                                            
(억원)

일반회계

482,171

특별회계

1. 국고예산

97,698

·인건비

15,656

·기본경비

1,931

·주요사업비

80,111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4,473

8,593

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245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760

3. 국립과천과학관(책특회계)

312

4. 국립중앙과학관(책특회계)

276

  
[부문별]                                                                           
(억원)

부문 및 프로그램별

’12 예산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385,549

  · 학교교육 내실화

550

  · 교육복지증진

473

  · 학교교육 재정지원

384,473

  · 학교교육 활성화

53

부문 및 프로그램별

’12 예산

4. 교육일반 부문

1,206

  · 교육과학기술행정지원

1,206

5. 기술개발 부문

20,134

  ·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3,911

  · 기초연구 진흥
2. 고등교육 부문

59,713

  · 거대과학기술 개발

  · 대학교육 역량 강화

13,263

  · 원자력 진흥

  · 학술연구 역량 강화

3,205

  · 한국사 연구 진흥

272

12,280
3,155
788

6.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

17,620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20,833

  · 과학기술기반 조성

520

  · 국립대학 운영지원

22,140

  · 과학기술인력 양성

273

  · 과학문화 창달
3. 평생·직업교육 부문

311

5,948

  · 과학기술 국제협력

905

  · 인적자원정책 기반 강화

39

  · 출연연구기관 지원

15,611

  ·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1,614
594

  · 국제교육 협력 증진

694

7. 과학기술 일반 부문

  ·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723

  · 과학기술 종합지원

  · 산학연 협력 활성화
  · 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6

2,802

  · 국립과천과학관 운영

312

76

  · 국립중앙과학관 운영

276

■ 기금 : 4조 1,873억원                                                                                         
      (억원)

기 금 별

’12 예산

기 금 별

’12 예산

1. 과학기술진흥기금

1,016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6,572

2.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790

4. 사학진흥기금

2,495

※ 총지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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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관법률 : 91개
구    분
기본법(2)
유아교육(1)
초·중등교육
(6)
과학·영재교육
(2)
특수교육(1)

법     률     명
교육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과학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고등교육
(11)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평생·직업교육
(7)
지방교육자치
(4)
교 원
(8)
사립학교(3)
학교시설·보건·
급식(5)
국제교육협력
(4)
학 술
(7)
인력양성
(9)

연구개발 지원
(8)
연구기관 육성
(3)
원자력
(3)
인프라·기상 등
(7)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학술진흥법, 대한민국학술원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기술사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뇌연구 촉진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우주개발
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한국연구재단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원자력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과학관 육성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표준시에관한법률, 천문법,
우주손해배상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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