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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1 차 과학기술정책 타운미팅 Time Table
시 각

내 용
환영인사

13:30~14:00

Introduction

0차 모임 보고
Opening Talk
키워드 보강

14:00~14:50

주요과학기술 정책분류
정책 주제 재분류

14:50~15:10

휴

식
(1라운드)
카페 주인 정하기

15:10~16:10

월드카페 돌기

월드 카페

(10분씩 6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가장 관심있는 주제로 이동

16:10~16:30

휴

식

16:30~17:20

주제별 심화토론

17:20~18:20

토론결과 발표 (주제별 5 분)

18:20~18:30

제 2 차 타운미팅 발전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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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0 차 준비모임 결과물
1. 0 차 모임 키워드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탈핵) / 대체 에너지 /

■ 대학원생 처우개선= post- BK21 / 대학원생 인권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 / 신재생 에너지

노동착취 해소 / 인건비 풀링제 의무화 / 대학원 등록금
인하 / 대학원생 월급지원

■ 에너지= 탈원전 재생 에너지

■ 처우 개선= 정출연 이공계 비정규직 정규직화 / 여성

■ 미래 대체 에너지= 중장기 에너지 수급 정책 수립 /

과학인 경력 단절 방지 / 연구개발 인력의 의무고용과

환경정책 연구지원 / 원자력에너지 / 대체에너지 /친환경

승진보장 / 이공계 연구직 처우 개선 / 기업 연구소

기술

의무화 및 연구원 채용 의무화(지원) / 여성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 이공계 기피= 의전원 쏠림 현상 / 이공계 기피 /
이공계기피

■ 연구 및 교육 윤리 강화= 표절 문제 / 연구자 윤리
문제 / 정치적인 입김작용 금지(4대강 로봇 물고기) /

■ 정출연 관련 문제= 출연연 / 출연연 PBS / 정출연 PBS

동물실험 규제 엄격화 / 교육자 도덕성 회복

개선 / 정출연 정년 원상복귀

■ (과학기술이 낳은 부작용) 폐해= 과학과 윤리와의 마찰

■ 출연연 운영개선= 정부 출연연 통폐합 / 출연연 성과

해결 / 토건사업으로 인한 환경 개선 / 스마트 미디어

검사 주기 연장 / 출연연 등 센터장 민주적 선정

중독 / 스마트폰의 폐해 성과 / 과학기술의 환경오염

■ 연구직 인적 자원 관리= 과잉 박사학위 / 글로벌

■ 연구 윤리= 과학기술 윤리 / 연구 도덕성 / 연구 윤리

펠로우쉽 확대 / 글로벌 엑셀(정부 지원 과제) / 박사후
연구원 지원 / 인력 확보책 / 연구직 인력수급(박사교육)

■

연구윤리

확보=

동물실험

/

심사평가

공정성

/

연구윤리/ 비리 교육자 퇴출 / 연구비 감사 상례화 /

■ 이공계 대학 교육= 과학교육개편(융합, 사회 등) / 과학

논문표절 처벌 및 창의적 논문 인센티브 / 비리 연구자

영재 교육 / 국공립대 법인화 / 과학기술 교육혁신 /

퇴출/ 연구윤리 체계화 / 표절근절 대책 마련

창의성 강화 / 전면 영어 강의 / 탈입시 위주 과학교육 /
총장 직선제 폐지 / 국공립대 법인화 검토 / 과학교육

■ 기초과학 육성= 기초과학 연구지원(생명, 물리...) /

내실화 / 인문학도에게 과학을 / 과학도에게 인문학을 /

기초과학 존중과 육성 / 기초과학 연구지원 / 기초과학

과학 연구 특화된 교육장려 / 국공립대 통폐합 /이공계

연구 / 기초과학 연구지원

대학교육 개선(실험, 인문 등) / 서남표 퇴진 / 학문의
세분화 / 인문학 교육 실시 / 공과계열 학부정원 축소 /

■ 연구현장 인력정책= 박사인원 제한 / 이론 ㅡ 실험

특화대학교 육성

노동 분업 줄이기 / 여성 과학도 육성 / 이과계열의
취업문제

■ 이공계 교육 정상화= 이공계 기피문제 / 중고등

수험생들이

및

재외

■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 개편= 정부 콘트롤 타워 /
출연기관정비 / 산학연 총체적 기관 / 콘트롤 타워 /

난립 사태 / 이공계 기피해소 / 과학교육 커리큘럼 개선

출연연 퉁폐합 / 정부부처 조직개편 / 국과위 위상 /

ㅡ 과학활동 자체 의미 부여

과기부 정통부 신설

■ 이공계 대학(원) 교육= 과학교육 컨텐츠 / 이공계

■

이공계

부처

개편=

등록금 인하

정보통신부

부활

/

대학원생

인기학과

방지

지원을

이공계

등

유출

예방하기 위한 인센티브 / 학부 대학원 교육 / 과학기술원

/

의대

해외

테크니션 지위 향상

교육 방식 개선 / 과학기술 대학 T/O 자율화 / 높은
받는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 인력 귀국 독려 / 과학기술 비정규직 문제해결 /

과학교육과정 / 영재교육 시스템 공교육 정상화 / 이공계
점수를

/

장학금

/

대학원생

처우개선 대책 / 이공계 학생 육성 / 대학교육 개선 /
이공계열

학부

차등

등록금

상한제

재고

현실화

과학기술

과학기술부

정부조직

부활

/

개편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부활

/

■ 상향식 과학기술 정책 수립= 정책수립 process 개선 /

학부교육 교양화 /우수한 테크니션 양성 /비싼 이공계

과학정책에 현장의견 반영 현실화

등록금 / 과학고 영재고 남발 문제

-2-

■ 연구환경 개선= 연구원 처우개선 / 성실 실패 인정

지원제도/ 비통섭 학문 지원확대

확대 / 연구비 / 연구비 부처간 통합관리 / 지적 재산권 /

■ 중점 육성 기술= 뇌과학의 중요성 인식 / 전략기술의

직무특허와 과기인 처우 / IT 및 과학 연구인 지원제도 /
연구결과 공무원 평가 배제 / 이공계 인력 정년보장

재정립 / 방사선 조사식품 / 환경보존기술 / 중이온

■ 이공계 처우개선= 과학기술인 정년 폐지 / 계약직

과학의

연구원 / 실험환경 국가 지원 / 이공계지원 확대 / 기술인

/생명과학,의료기술연구 강화

입자가속기 / 미래선도 과제육성 / 기술성과 홍보 /

우대 /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배려 강화 /

육성할 수 있는 법안 마련 / 이공계에서 정치에 참여할

육성

관리 철저 / SW특허권 / 산업 재산권

과학기술 분야 여성 대학원생 처우개선

■ 평가문제 개선= 양위주 평가 개선 / 공동 연구제 정비

■ 연구비 개선= 장기적인 연구 보호 방법 / 연구비 증액
절차

분야

제도 정립 /개인이 출원한 특허의 권리 보장 / 기술정보

일이 없도록) / 여성과학자 복지 개선 / 정년 보장 /

집행시

필수(근간)

■ 재산권 관련= 지적재산 분배 형평성 / 기술 특허관리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젊은 과학자들 육성(해외로 나가는

연구비

비인기

및 저작권 연구원(출원자 인센티브)

일자리 창출(산업영역) /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보호

연구 프로젝트에서

/

■ 지적 재산권 관련= 기업위주 지적 재산권 개선 / 특허

대학원생 인건비 철저 관리 / 폐쇄적 연구문화 개선 /

/

다양성

/ 중장기적 프로젝트 지원 / 질적 평가

간소화 /

연구개발 예산 집행 절차 개선 / 연구비 국가 관리

■ 과학 관련 정부정책= 해외연구원 교류 / 정부관료

/연구비 배분,개선 / 연구비 지원 평가 기준의 다양화 /

이공계 확대 / 산학협동 / 과학기술 행정체제(컨트롤타워)

단기 성과주의 철폐 / 과제기간 (장기적으로) / 연구

/ 과학기술정책 기구 정립 / 지역발전 방안 / 국제교류

평가제 / 연구비 관리 체계

지원 방안 / 연구실적 분류 보관 이용 / 과학벨트 /
정치권 이공계 확대 / 정통부 부활 / 기술창업 촉진 /

■ 민주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참여 / 독립적인
과기단체 /

세금으로

이룬 연구성과

국민에

인력 배분 / 과총 탈정권화 / 행정편의를 최대화 /

귀속 /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 / 환경보전기술 이용 권장 강화 /

과학기술 문화의 개선(일방홍보 아닌 토론) / 거대 국가

출연연 역할 재정립 / 적정 기술

정책의 민주적 의견 수렴 / 과학기술 정보공개 / 평가 및
분배의 공정성 / 연구과제 선정 정보의 투명성 / 대기업

■ 과학과 사회= 민주적인 과학 / 상향식 정책 수립 /

RND 비용 삭감 및 분산 / 과제 정책 수립시 정책 전문가

기술 영향 평가 / 정보획득 불평등 해소 / 과학의 사회적

평가

책임 / 이공계 사회 참여 도모 / 대중의 과학 기술 정책
참여 / 과학의 양면성에 따른 법적 제도 / 시민참여 확대

■ 기초 과학= 기초 연구 강화 / 기초 과학 진흥 / 기초

/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 / 탈권위 과학 / 대중의 과학

과학 분야의 인프라 구축 (산업)

참여 / 기술 영향평가 제도 도입 / 과학저널리즘 발전

■ 중장기적 국가 전략= 예방적 기술 연구 지원 / 10-

■ 대중과 과학기술 소통= 과학관 육성 / 연구방향

20년 후 국가발전 동력과제 선정 및 지원

시민사회

진영이

결정

/

도구로서의

과학이

아닌

문화로서의 과학 / 시골학교 과학실습 및 지원 / 어린이

■ 세부 분야별 육성대책= IT 관련 원천기술 지원 /

기초과학

생명공학 중시 / 자연과학(순수과학) 지원대책 / 이공계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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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개발

및

지원

/

기초과학

응용과학

2. 0차모임 15대 주제 분류
1. 대중과 과학기술 소통
1.1. 과학대중화
1.2. 과학저널리즘의 발전
1.3. 이공계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2. 중장기적 국가전략
2.1. 세부분야별 육성대책 R&D 관련 제안
2.2. 다양한 중점육성기술 발굴

3. 이공계 부처개선
3.1. 과학기술관련 정부조직 개편

4. 기초과학육성
5. 정출연 관련문제
5.1. 출연연운영개선
5.2. 연구환경 및 처우개선

6. 연구윤리 확보
6.1. 연구윤리 교육강화

7. 연구직 인적자원관리
7.1. 우수한 테크니션 양성

8.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8.1. SW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의 보호

9.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10. 연구평가문제 개선
10.1. 연구개발예산 집행 절차 개선
10.2. 단기성과주의 철폐

11.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 확대 및 처우 개선
12.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참여
12.1. 상향식 과학기술 정책 수립

13. 이공계 처우개선
13.1. 대학원생 처우개선
13.2 프로젝트 참여 연구자 인건비 인상
13.3. 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13.4. 이공계 기피

14. 이공계교육정상화
14.1. 이공계 대학교육
14.2. 이공계 기피

15. 과학기술이 낳는 부작용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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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현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정책
1. 교육분야


학업성취도평가 및 학교정보공시를 통한 기초학력책임제도 시행(2008)



맞춤형국가장학제도 확대와 등록금 부담경감(2009, 1.5%)



마이스터고(학비 전액 지원, 취업률 100% 목표) 등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2010)



방과후학교와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감소(2010, 3.5%)



5세 누리과정 도입(2012)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2010)



교장공모제 확대(2010)



학습연구년제 도입(2010)



수석교사제 법제화(2011)



입학사정관제도(2012, 수시 122개대 4만1천 250명 모집)



교과교실제(2009)



학교문화 선진화(2010)



학교자율화(2009)



고교다양화(2009)



교육과정 규제 완화(2010)



창의경영학교사업(2010)



교육기부운동(2010)

[고등교육 부문]


대학정보공시(2008)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2008)



대학교육 역량강화사업(2008)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 20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2010)



서울대 법인화법(2010 12.8 국회통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사업(LINC, 2012)



대학 구조개혁(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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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분야


과학기술 청사진 577전략



R&D 예산 매년 10% 이상 확대





2010 총 연구개발비 규모 43조 8,548억원



GDP 대비 3.74% OECD 중 3위(1위 이스라엘 2위 핀란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 확보


10년 후 약 700조 원의 부가가치와 350만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3대 분
야 17개 투자 분야 설정



녹생성장을 위해 27대 중점 녹색기술 육성사업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발사



천리안 위성


세계 7번째 기상위성 보유국



원자력 역사 50년 만에 첫 수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을 중심으로함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5년 주기의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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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최신 과학기술정책 참고자료
1. 과학기술 정책 수립 구조
[관련 키워드]
■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 개편= 정부 콘트롤 타워 /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 / 산학연 통
합 기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 과학기술 정부조직 개편 / 과학기술부 · 정보통신부
신설
■ 상향식 과학기술 정책 수립= 정책수립 과정 개선 / 과학정책에 현장의견 반영 현실화
■ 민주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참여 / 독립적인 과학기술 단체 / 세금으로 이룬 연구성
과 국민에 귀속 / 과학기술 문화의 개선(일방홍보 아닌 토론) / 거대 국가 정책의 민주적 의
견 수렴

1) 교육과학기술부의 탄생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



R&D 역량을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하며 각 혁신 주체들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개
방형 혁신을 위해 핵심 연구주체인 대학과 출연연 사이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정부 연구
개발투자의 통합적 기획 기능의 활성화 필요성에 의해 탄생


목표: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정수, 원스톱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국연구재단
설립, 대학-출연(연) 간 인적·불적(시설장비) 자원교류 활성화와 학-연 공동 학위과정
(전문대학원) 도입, 연구자 중심의 연구제도 개선 등 시너지효과

2) 577 Initiative: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 과학기술에 의한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확충을



의미





투입: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의 GDP 5% 달성



과정: 7대 중점과학기술 개발과 7대 시스템의 선진화 및 효율화



성과: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내용


정부 R&D 투자를 2012년(GDP 5%, 16.6조원)까지 2008년(GDP 3.23%, 11.1조원) 대비
1.5배 이상 확대 (2009년 12.3조원, 2011년 14.9조원)



2008년 정부 R&D 투자의 25.6%였던 기초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2012년까지 50%까
-7-

지 확대


7대 중점 분야: ① 주력 기간산업 기술 ② 신산업 창출 ③ 지식기반서비스 ④ 국가주
도기술 ⑤ 현안관련 특정 분야 ⑥ 글로벌 이슈 대응 ⑦ 기초 기반 융합 기술 로 부
터 50개의 중점 육성기술과 40개 후보기술 도출



7대 시스템 선진화: ①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 ② 기초원천연구 진흥 ③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④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화 ⑤ 지역 기술혁신 역량 강
화 ⑥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⑦ 과학기술 문화 확산(과학기술의 생활화/ 과학기
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2011)


R&D 정책의 수립·조정 및 R&D 예산의 조정과 평가 등 국가 연구개발 종합관리를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설립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무국을 담당하는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로 출발



2010년 10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 확정, 12월 관련 과학기술기
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1년 3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효 후 정식 출범


장관급 위원장 포함 10명의 위원



자체 직제 및 예산을 갖는 독립 사무처 신설



약 15조원의 정부 R&D 예산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조정해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
개선, 중장기 과학기술전략 수립을 일원화

[참고문헌]
인재대국 –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 한국경제신문 편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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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과학 육성
[관련 키워드]
■ 기초과학 육성= 기초과학 연구 지원 및 육성 / 기초 과학 분야의 인프라 구축

1)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을 위한 개인·소규모 연구 지원 확대




이공계 교수 개인·소규모연구 참여율: 13%(2007) → 35%(2012)

창의적·도전적 연구 활성화 지원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 기초원천연구사업 투자 확대

2)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마련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08년 25%에서 ’12년 50%로 확대



개인 기초연구 예산을 2007년 2,862억원에서 2010년 6,500억원, 2011년 7,500억원으로 2
배 이상 확대



이공계 교수의 창의적 기초연구 참여율이 2008년 16.4%에서 2011년 30.8%까지 상승



기초연구사업으로 창출된 SCI 논문 수는 2007년에 9,198편에서 2009년 1만 1,666편으로
증가



영향력지수 IF 상위 5% 이내 저널에 실린 논문 수도 2007년 406편에서 2009년 677편으
로 67% 증가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 연구를 위한 ‘성실실패용인’제도 도입(2010)

3) 미래 원천 유망기술의 전략적 확보


바이오, 나노 등 핵심 원천 기술개발 사업의 발굴ㆍ추진




(바이오) 유전자치료, 뇌연구원 설립기획 등(’08년 783억원)

고위험 고수익(high-risk, high-return)형 원천융합기술 확보를 위해 ‘미래유망 파이오니어
사업’ 착수(‘08.6,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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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거대과학 투자 내실화


한국최초 우주인 배출(’08.4.8) 및 우리 위성(과학기술위성 2호)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
에서 자력발사(’08.12)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사업으로 핵심기술(590억원) 확보 및 안전성·경제성이 향상된 차세
대원자로 개발(223억원)로 고유가 시대 대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해양ㆍ극지 개발기술 확보(해양생명공학 이용기술 등)

[참고문헌]
인재대국 –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 한국경제신문 편저, (2011)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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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적 국가전략 수립
[관련 키워드]
■ 중장기적 국가 전략= 예방적 기술 연구 지원 / 10-20년 후 국가발전 동력과제 선정 및
지원
■ 세부 분야별 육성대책= IT 관련 원천기술 지원 / 생명공학 · 의료기술연구 중시 / 비통섭
학문 지원확대 / 비인기 필수(근간) 분야 육성
■ 중점 육성 기술= 미래선도 과제육성 / 뇌과학의 중요성 인식 / 전략기술의 재정립 / 방사
선 조사식품 / 환경보존기술 / 중이온 입자가속기

1) 글로벌프론티어 사업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기술 분야에서 세계 1등을 목표함



2010년 첫 해에 ‘의약바이오 컨버젼스 연구단’, ‘인체감응솔루션 연구단’, ‘바이오매스 연구
단’ 등 3개 연구단 선정



2011년 4개 연구단 추가

2) 뇌과학 연구


BT, IT, NT, 및 CS(인지과학)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의 블루오션이며 ‘100세 시대’를
맞아 관심이 집중



“한국 뇌연구원 설립 추진계획” 확정(2009. 9.)


2017년까지 세계 7위 뇌강국 실현 목표, 2014 개원 예정



뇌연구원 유치기관으로 ‘대구·경북 – DGIST 컨소시엄’ 선정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대형연구시설로서 중이온가속기 설치



기초과학 거점 조성 및 지역연구거점과의 네트워크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7년까지 총 5조 2000억원이 투입

4) 우주산업


1990년대 초 ‘우리별 위성’과 ‘과학로켓’ 개발 시작하면서 선진국과 30~40년 뒤짐



매년 ‘우주개발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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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최초 우주인 탄생


정부 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우주인 양성계획 반영 7년여 만의 결과



2009년 6월 전라남도 고흥 외 나로도에 나로우주센터 준공



2009년 8월 나로호 1차 발사, 2010년 6월 나로호 2차 발사


상단 부의 고체연료 로켓 자체 개발



추력 30톤급 엔진 개발 능력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 위성 발사 성공



2009년 7월 민간기업 ㈜쎄트렉아이가 말레이시아 정부출연기업 ATSB와 공동 개발한 ‘라
작샛’을 미국 팔콘(Falcon-1) 발사체에 실어 발사 성공



2009년 10월 대전에서 제 60회 국제우주대회(IAC) 개최




역대 최대 72개국, 총 4,000여 명 참가, 약 1,400여 편의 논문이 발표

2012년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우주기술 수요에 대비한 우주기초연구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강화

5)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참여


입자 및 핵 물리학 이론과 실험 분야



가속기 및 검출기 건설과 개발 분야


특히 검출기는 ALICE(A Large Ion Collider Experiment)와 CMS(Compact Muon
Solenoid) 실험 관련 분야



CERN 대형강입자가속기(Large Hadron Collider) 실험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필요한 정
보 기술(특히, LHC 컴퓨팅 그리드(LHC Computing Grid)) 분야



한국 학생과 젊은 연구자의 CERN 교육프로그램과 학교에의 참여 및 그 밖에 과학기술
관련분야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6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2012. 6.)
인재대국 –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 한국경제신문 편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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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에너지 및 녹색성장 에너지
[관련 키워드]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탈핵 · 탈원전 문제 / 대체 에너지 /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개발
■ 미래 대체 에너지= 중장기 에너지 수급 정책 수립 / 환경정책 연구지원 / 원자력에너지 /
대체에너지 / 친환경 기술

1) 온실가스 감축


2008 G8 정상회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 역할 선언



‘범부처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2008~2012) 수립


27개 녹색기술 선정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까지 2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차세대 녹색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에 총력?

2010년에만 2조 5000억원을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투자, 1940억 원을 토자해 2만 9000여
명의 인력양성



‘녹색성장 선언문’ 채택(2009. 6.)

2) 원자력 에너지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주요
수단으로 각광 받음, 사고 이후 세계적 정세가 원전 프로그램를 재검토하는 분위기



국제기구의 원전시장 전망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원전사고에도 불구 앞으로 수십년간 증가할 것 전망



2030년까지 전 세계에 90~300여기의 원전 추가 건설 전망



에너지 수요 증가, 기후변화, 화석연료 가격 상승, 에너지 공급의 보안 등에 큰 변화
가 없음



우리나라는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국가


현재 가동중 원전 21기, 전체 발전량의 31.4%(2010 기준)



2009년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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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랍에미리트 상용원자로 시스템 수출



신개념 중소형원자로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개발 성공



미래형 원자력시스템 ‘고속로’ 기술과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각종 핵물질을 고온에서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분리하고 정제하는 기술


고속증식로와 함께 사용하면 부피를 1/20, 열을 1/100로 줄이고 회수된 핵물질 재사용이 가능



사용후핵연료가 핵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평화적 재활용 기술

2011년 6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법률 국회 통과


교육과학기술부 내의 원자력안전 담당부서(원자력안전국) 분리·독립으로 위상 격상



하지만, 원자력시설별 현장 주재관이 3명에서 1명으로 축소



국내 원자력행정체제가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이원 체제에서 삼원 체제로 전환

‘원자력 안정 위기관리 상황반’ 설치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설치, 방사능 영향의 추이 제공



전국 무인환경방사선감시망 감시주기를 15분에 5분으로 단축

지진, 해일, 중대사고 등6개 분야별 50개 장단기 대응 대책 개선 추진(이하 일부 나열)


비상디젤발전기 시설 등에 방수문, 방수형 배수펌프 등 방수시설 모든 원전에 추가
(2014년 완료)





차량 장착형 이동 비상발전기 원전 부지별로 1대씩 신규 확보(2014년 완료)



전원이 필요없는 최신형 수소제거설비 모든 원전에 설치(2013년 완료)

2011년 4월 독도에 무인방사선감시기 설치, 기존 71개의 전국 환경방사능측정소를 120
개까지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인류가 기술면에서 후퇴하
는 것” 이라며 “더 안전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야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

3) 핵융합에너지


독자 기술로 만든 세계 최초의 초전도 핵융합 장치인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에서 2008년 7월 단 한번의 시운전으로 첫 플라즈마 발생
성공



2010년 초전도 핵융합 장치로 세계 최초 ‘고성능 플라즈마 밀폐 상태’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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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제공동연구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사업에 주도
적으로 참여


EU,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와 함께 참여



2007년 10월 ITER 국제기구 출범 후 건설하기 시작한 ITER 장치 제작 참여



9개 주요 장치 개발외 2011년 6월 기준 40건, 약 415억원 상당의 과제 수주



ITER 국제기구에 사무차장 비롯 26명 전문인력 파견, ITER 이사회 및 산하위원회 주
도적 참여



2009년 핵융합 관련 기초연구와 인력 양성 사업 착수



2010년 10월 대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핵융합 학회인 제 2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융합에너지컨퍼런스 성공적 개최



2012년 경주 양성자 가속기, 2015년 부산 기장 의료용중입자가속기, 2017년 과학비즈니
스벨트 거점지구(대전)에 중이온가속기 설치 계획

4)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부진과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잠재자원 부족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5% 수준(2009년 기준).



이 중 84.9%가 폐기물과 수력, 차세대 유망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비중은 미미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시행 추진




하지만, 202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기술적 측면의 어려움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도입 비중 증가 시, 출력 변동성 증가로 인한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등 대용량 기저부하의 중요성이 더 증대됨

[참고문헌]
정책연구 2011-2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 홍사균 최용원 장현섭 이영준(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12.)
인재대국 –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 한국경제신문 편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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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공계 교육 및 이공계 기피현상 대책
[관련 키워드]
■ 이공계 교육 정상화= 중고등 과학교육과정 / 영재교육 시스템 공교육 정상화 / 과학기술
대학 T/O 자율화 / 의대 등 인기학과 지원 예방을 위한 이공계 메리트 증대 / 과학기술원
난립 사태 / 과학교육 커리큘럼 개선 ㅡ 과학활동 자체 의미 부여 / 과학고 영재고 남발 문
제
■ 이공계 대학 교육= 과학교육개편(융합, 사회 등) / 국공립대 법인화 검토 / 과학기술 교육
혁신 ㅡ 창의성 강화 / 전면 영어 강의 / 입시 위주 과학교육 탈피 / 총장 직선제 폐지 / 인
문학도와 과학도의 상호 학문 교류 / 국공립대 통폐합 / 서남표 퇴진 / 학문의 세분화 / 공
과계열 학부정원 축소 / 특성화대학교 육성 / 이공계 등록금 인하 /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 대학원생 처우개선 대책 / 이공계열 학부 차등 등록금 상한제 재고 현실화 / 우수 기술자
양성
■ 이공계 기피= 의전원 쏠림 현상 / 이공계 기피 / 이공계기피
1)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자격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으로서 당해 대학의 장이 추천한 학생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학생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학회로부터 상을 받은 학생



국내·외 과학기술논문대회 또는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논문 또는 발명·제
안 등을 제출하여 상을 받은 학생



연구장려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는 학생의 등록금 이상



생활비 융자지원의 상환 이자율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
대출 금리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수준

2) 연구중심대학(WCU) 의 육성ㆍ지원(2008)


협약일로부터 5년간 운영하며 2, 4차년도 종료시점에 중간평가 실시



WCU사업의 지원 분야는 전국단위와 지방단위, 아래 과제유형에 따라 지원


유형1 과제 : 전공․학과 개설 지원 과제



유형2 과제 : 개별학자 초빙지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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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과제 : 세계적 석학 초빙지원 과제

3)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


지자체의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내의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 시행 지원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연구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경비를 지원

4) 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설치


이공계분야 관련 직종별 취업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상담



미취업 이공계인력 및 구인업체의 실시간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취업촉진을 위한 경력관리

5) 과학기술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YTN 보유채널을 통한 맞춤형 홍보 강화



과학•자연 다큐멘터리, 과학교육 등과 관련된 우수 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율 확대



수요자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 반영

6) 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지원


이공계인력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이공계인력의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이공계인력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참고문헌]
인재대국 –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 한국경제신문 편저, (2011)
교육과학기술부 훈력 제107호,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관리운영 규정」(안),
(2008. 12.)
대통령령 제23644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2012. 7.)
법률 제10699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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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관련 키워드]
■ 이공계 연구환경 개선= 정출연 이공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 과학기술인 정
년 폐지 / 이공계 인력 정년보장 / 성실 실패 인정 확대 / 연구비 부처간 통합관리 / 지적
재산권 / 직무특허와 과기인 처우 / IT 및 과학 연구인 지원제도 / 연구결과 공무원 평가 배
제 / 실험환경 국가 지원 / 이공계지원 확대 / 과학기술인 복지우대 /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
회적 예우 강화 / 폐쇄적 연구문화 개선 / 일자리 창출(산업영역) /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보호 및 육성 법안 마련 / 이공계 정치 참여 권장 / 젊은 과학기술인력 해외 유출 방지 / 기
업 연구소 의무화 및 연구원 채용 의무화(지원) / 여성 과학인 경력 단절 방지 / 여성과학자
복지 개선
■ 대학원생 처우개선= post-BK21 / 대학원생 인권 노동착취 해소 / 인건비 풀링제 의무화 /
대학원 등록금 인하 / 대학원생 월급지원 / 대학원생 인건비 관리 / 과학기술 분야 여성 대
학원생 처우개선

1) 현재 과학기술인 처우의 문제점






201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평가


59개국 22위



과학경쟁력 평가 5위



기술경쟁력 14위

2010년 6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의 과학기술인 만족도 조사


좋은 연구 환경 제공 1위 덴마크.



한국, 중국, 일본 포함 아시아권은 상대적으로 낮음

과학기술 분야가 국가발전에 기여한 면이 큰 반면,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는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인식됨


과학기술 분야의 사기 저하 및 기피 현상



정부출연연구소 근무 과학기술인은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도 의학계나 교육계에 비해
낮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음



고급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 기술 변화 속도의 증가로
인한 고용안전성의 감소, 연구인력 부문의 비정규직 증가,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낮은
취업률 등 고용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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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연구재단 출범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통합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및 관리체제가 일원화, 서비스의 질 향상



중복투자문제 개선

PM(Program Manager)제도 도입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성과활용 등 연구관리 전 과정
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제도



2009년 5월 ‘한국연구재단 PM제도 발전방향 공청회’ 개최


민간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마련되었다 평가

3)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패러다임




연구개발 사업 통폐합


기초연구지원사업: 개인연구, 집단연구, 기반구축사업



원천연구사업: 바이오, 나노, 정보통신, 기후변화, 융합, 공공복지안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통합


연구개발사업별 상이한 기존 5개 훈령, 7개 지침에 있는 내용을 통합



연구비 사용 항목 축소(기존 ‘15세목’에서 ‘6세목’으로 축소)



‘인건비 풀링제’ 도입하여 탄력적 인건비 운영 가능하도록 함



‘R&D 도우미 센터’ 설치

[참고문헌]
인재대국 –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 한국경제신문 편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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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비 개선
[관련 키워드]
■ 연구비 개선= 장기적인 연구 보호 방법 / 연구비 증액 / 연구개발 예산 집행 절차 개선 /
연구비 국가 관리 / 연구비 지원 평가 기준의 다양화 / 단기 성과주의 철폐 / 연구비 장기지
원 확대 / 연구 평가제 개선
1) R&D 연구개발비 증가


중소기업의 R&D 세제공제액을 15%에서 25%로 확대, R&D 시설투자의 세제공제는 7%에
서 10%로 확대하는 세제개편안 수립(2008. 9.)



2008~2011년 동안 정부 R&D 예산은 정부예산 평균 증가율 6.9%보다 큰 연평균 10.3%
증가세




국민의 정부의 3배, 참여정부의 1.5배 (인플레이션 반영 안한 값)

R&D 예산 매년 10% 이상 확대


2010 총 연구개발비 규모 43조 8,548억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GDP 대비 3.74% OECD 중 3위(1위 이스라엘 2위 핀란드)

2) 투명한 연구비 집행


최소한의 규제 유지


샘플링 방식으로 선정한 일부 연구과제만을 대상으로 정밀정산하는 정책 추진



연구비 집행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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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해 운영

연구비 부당집행 적발 시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소속 기관에 대해서 간접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

3)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추진(안) (2011. 5.)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정부 인증과 우대 혜택을 부여(3년간)할 수 있
도록 매년 인증 평가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함



연구비 관리능력의 상향 표준화로 연구비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


연구관리 우수기관 선정 기준


연구비 관리 분야: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 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연구성과 관리분야: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연구성과의 보호 역량, 연구성과
의 활용 역량



인증 유효기간: 3년



우대조치 중 일부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대학의 경우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 및 평가 시 최고 등급 부여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추진(안) (2011. 5.)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11. 5.)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23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0.
8.)
인재대국 –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 한국경제신문 편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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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적자원 관리
[관련 키워드]
■ 연구직 인적 자원 관리= 박사인원 제한 / 글로벌 펠로우쉽 확대 / 글로벌 엑셀(정부 지원
과제) / 박사후 연구원 지원 / 인력 확보책 구상 / 연구직 인력수급(박사교육) / 이론-실험 학
문간 노동 분업 / 여성 과학도 육성 / 이과계열 취업문제 해결 / 과학기술인력 해외 유출 방
지 및 재외 과학기술 인력 귀국 독려 / 과학기술 비정규직 문제해결 / 테크니션의 지위 향상

1) ‘제 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


2011년 5월 수립하여 5년 간 초중등, 대학(원), 출연(연), 기업 및 인프라 등 5대 분야 15
개 과제 중점 추진





글로벌 박사 펠로우쉽(GPS; 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 구축(2011)


학부에서 박사후 과정까지 단절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



해외 유학을 선호하는 우수 학생의 국내 대학원 진학을 유도(2011년 260명)

대통령 Post-Doc. 펠로우쉽


연구역량이 뛰어나 20~30대 박사후 연구자를 발굴해 지원(2011년 15명)

2) 융합인재교육(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2002년부터 과학교육 개선을 위한 사업 시작


초중고 실험실 94% 현대화



과학교육지표 TIMSS, PISA 사용


2007년 TIMSS 조사 중 자신감은 수학(43/50), 과학(27/50), 즐거움은 수학(43/50),
과학(29/50)으로 성취도에 비해 학습 태도 및 흥미도가 부진




학생의 43.2%가 과학교육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

2011년 2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전담부서(과학기술인재관) 신설 등 조직 개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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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융합시책들이 추진되면서 STEAM이 생겨남



스토리텔링 방식의 융합형 과학교육


융합형 과학 표준수업 지도안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교사연구회(2010년 9개,
2011년 9개) 지원



2011년부터 시행, 전국 고등학교 2,440개교 중 2,167교(89%)가 채택



2011년 2월 ‘수학교육정책팀’ 신설



2011년 8월 수학 학습량 20% 감소한 개정교육과정 고시

3)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형을 창출․확산하고, 지
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LINC : Leaders in INdustry-college Cooperation) 육성사업



협약일로부터 5년간 운영



산학협혁 선도전문대학 사업 유형


산학협력선도형 : 산학협력 기반과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평가되는 전문대학에 대해
종합적 산학협력 모델 개발 지원



현장실습집중형 : 산학협력 역량이 미흡한 전문대학에 현장실습 등 특정프로그램 집
중 및 산학협력 기반구축을 중점 지원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구축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 승진․승급 평가에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창업교육센터 운영


현장실습지원센터: 사업단과 연계하여 대학의 학생 현장실습을 총괄 지원기구



창업교육센터: 산학협력 선도형 사업에 한해 설치, 창업교육을 총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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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협약일로부터 5년간 운영하며 2, 4차년도 종료시점에 중간평가 실시



WCU사업의 지원 분야는 전국단위와 지방단위, 아래 과제유형에 따라 지원


유형1 과제 : 전공․학과 개설 지원 과제



유형2 과제 : 개별학자 초빙지원 과제



유형3 과제 : 세계적 석학 초빙지원 과제

5) 세계수준의연구센터(World Class Institute)사업


[시행 2011.10. 27] [교육과학기술부지침 2011.10. 27, 제정]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0호,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 규정, (2012.
5.)
교육과학기술부 훈력 제107호,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관리운영 규정」(안),
(2008. 12.)
인재대국 –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 한국경제신문 편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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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부출연연구소
[관련 키워드]
■ 정부출연연구소 운영개선= 출연(연) PBS 시스템 개선 / 출연(연) 정년 원상복귀 / 출연(연)
통폐합 / 출연(연) 성과 검사 주기 연장 / 출연(연) 등 센터장 민주적 선정

1) 정부출연연구소 설립 배경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민간기구로 출범하여 대통령이 설립자이자 후원자 역할



주로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산업기술연구 중점



1966~1970년 사이 정부 전체 과학기술 예산 약 352억 원 중 54억 4000만 원(16%)
이 KIST 지원금으로 사용



1980년대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크게 증대, 대학 연구역량 발전으로 인해 정부 출
연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



산학연 간 과도한 경쟁이 연구개발 효율성을 하락시킨다는 비판 제기

2) 프로젝트기반시스템(PBS; Project-based System) 제도


연구원 간 경쟁을 통해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과제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 제도



부작용


인건비 과다 확보 경쟁



개인의 연구 역량 저하



정부출연연구소 예산 및 연구과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인력 정원의 정체로
비정규직 비율 증가



정부출연연구소의 고유기능 약화
- 25 -



완화책


정부출연연구소 정규직에 대한 정부 인건비(평균)를 2008년 31%에서 2011년 70%까
지 확대 지원



비정규직 중 우수 인력은 계약직으로 채용됐어도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평가를 통
해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등 인건비 자율성 강화



우수 연구원에 한해 선별적으로 현행 만 61세에서 만 65세로 정년 연장



과학기술인의 노후 생활안정 위해 과학기술인연금의 은퇴 후 연금(국민연금+퇴직연
금+과학기술발전장려금) 규모를 사학연금의 80% 수준 추진

3) 출연(연)-대학 연계 강화


‘학연공동연구센터’ 도입(2008)


한국과학기술원-고려대학교, 한국표준연구원-포스텍, 한국항공우주연구원-경상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서울대학교 등 4개 센터, 33명의 연구원과 교수, 62명의 석박사생
참여




항공우주연구원-경상대학교 학연공동연구센터는 별도의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설립

‘겸직특례조항’을 신설


출연(연) 연구원들이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겸직을 하며 연구활동 할 수 있도
록 함



‘학연교수제도’ 도입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인재대국 –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 한국경제신문 편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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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 윤리 확립
[관련 키워드]
■ 연구 및 교육 윤리 강화= 표절 문제 / 연구자 윤리 문제 / 정치적인 입김작용 금지(4대강
로봇 물고기) / 동물실험 규제 엄격화 / 교육자 도덕성 회복 / 심사평가 공정성 / 비리 교육
자 및 연구자 퇴출 / 연구비 감사 상례화 / 논문표절 처벌 및 창의적 논문 인센티브 / 연구
윤리 체계화 / 표절근절 대책 마련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중 일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여 15인 이내의 연구윤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연구윤리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연구윤리 문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



연구부정행위 연구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2011.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연구기관에 대해 기관평가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지원 제재 등 불이익 조치 조항을 삭제



조사위원회의 외부 조사위원 비율 상향 조정 (이전 20% 이상, 이후 30% 이상) (2011. 5.)

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


협동감사: 기관이 자체감사의 효율성과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기관의 경력직원을 자
체감사반에 편성하여 실시하는 감사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자체감사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 외 원칙적으로 협동감사로 실시



각 기관은 3년마다 1회 이상의 협동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는
자체종합감사계획에 협동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안)
(2011. 9.)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일부 개정안 (2011. 5.)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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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성과 평가문제 개선
[관련 키워드]
■ 평가문제 개선=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개선 / 공동 연구제도 정비 / 중장기적 프로
젝트 지원

1) SCI 중심 평가제도의 문제점


SCI 등재에 유리한 연구에 치중



국내 학술지 위축



등재 학술지 수의 상대적 협소함



연구 분야 사이의 영향력계수(IF;Impact factor) 차이가 큼



같은 분야 내에서도 시간별 IF 변동 폭이 큼

2) ‘개방형 평가제도’ 도입


연구과제 평가 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

3) 출연연구기관 성과관리 시스템


조사대상 기관 평균 5.6명의 성과관리 인력 보유




인력 규모가 작은 경우 성과관리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병행

연구성과 등록시스템


내부등록: (1) 경영정보시스템(MIS)를 업그레이드, (2) 자체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후
MIS 연동



외부등록: NTIS. 원내 성과관리 시스템(혹은 MIS) 등록 정보들이 NTIS와 연동되지 않
아 중복 등록 필요

4) 대학 성과관리 시스템


연구기획팀, 성과관리팀, 산학협력단 등 부서특성에 따라 R&D 성과물 관리


기술이전 등 활용정보는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이 취합하여 관리



대학 평가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 성격이 강함



NTIS, 대학연구성과정보 사이트가 있어 대학별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회
의적인 견해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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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기본적 목적인 교육에 중심, 연구성과 관리에 많은 인력 투입이 어려움




출연연과 대학에 동일한 기준의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

연구성과 등록 시스템


내부: 자체 시스템



외부: 국가 R&D 수행정보는 국가R&D(NTIS), 기관 자체 R&D 수행 정보는 KRI나 KCI
등에 등록

5) 연구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STEPI의 정책 제언(2011)


온라인 기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 R&D 과제의 고유번호 부여: ‘국가 R&D등록번호’



간접비 구성항목 확대 및 효율화


현재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구성된 간접비에 연구성과 관
리를 위한 경비를 포함시키는 방안






간접비 증액은 한국 대학 20%, 일본 30%, 미국40~60%로 R&D 투자에 비해 낮음

연구성과 관리 인력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 확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미흡이 문제점



정규직 인력확대 및 연구자와 성과 관리자들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연구기관 특성에 따른 유연한 연구성과 지표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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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정책자료 2006-14, SCI와 연구개발 성과 평가, 황석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12.)
정책자료 2011-04,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 관리현황 실태조사, 손수정 임채윤 유헌종(과
학기술정책연구원)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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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중·사회와의 과학기술 정책 소통
[관련 키워드]
■ 과학과 사회= 민주적인 과학 / 상향식 정책 수립 / 기술 영향평가 제도 도입 / 정보획득
불평등 해소 / 과학의 사회적 책임 / 이공계 사회 참여 도모 / 대중의 과학 기술 정책 참여
/ 과학의 양면성에 따른 법적 제도 / 시민참여 확대 /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 / 탈권위 과학
/ 대중의 과학 참여 / 과학저널리즘 발전
■ 대중과 과학기술 소통= 과학관 육성 / 연구방향 시민사회 진영이 결정 / 도구로서의 과
학이 아닌 문화로서의 과학 / 시골학교 과학실습 및 지원 / 어린이 기초과학 교실 개발 및
지원 /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식개선

1) 향후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도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념에 대한 성찰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역사적 성찰과 숙고의 과정을 도입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의 위치, 과학기술정책의 성격을 진단



새롭게 부상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념을 정립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입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이 대다수 국민을 위한 최상위의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이 되
기 위한 방안을 모색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국민과의 소통이 용이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설계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기획’ 역량 강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부처정책의 모듈형 종합물이 아닌, ‘정책들의 정책’으로서 위
상 강화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체계를 개선해야 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책 기획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정책에의 시대의 흐름 변화 반영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국제외교 부문과도 폭넓은 관련성
을 보임에 따라 과학기술과 사회(STS)의 통합적 관점이 중요해짐

- 31 -



최근 복지 이슈가 부상하면서 인간의 삶과 과학기술의 관계를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
하는 과학기술정책이 요청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형 재해와 같은
전지구적 문제 해결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의 시대적 역할이 변하고 그 외연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과학기술정
책의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 도래함

3)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 추이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2001년 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첫 계획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으로 시작



그 이전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5년마다 과학기술 5개년계획이 수립
(1962~)





2002년 첫 기본계획 이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2007)”,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Initiative”가 수립됨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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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경과 의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98’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에 의
한 이공계 위기론

미래 신산업 창출위한 신성장

높은 산업기술 해외의존도

사회적 배경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화 추구
동력 발굴 중시

미래산업의 먹거리 문제 부상

이명박 정부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구개발사
업의 결합 모색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부활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할 파격
적 수단 모색

논란 지속
국가 간 우수두뇌 쟁탈전을 심

지역 간 자원 및 인구 불균형
해결방안 모색

각하게 인식
기초기반융합 기술을 국가경쟁
력의 핵심으로 선정

미래 신성장동력 신기술 선택
적 집중 개발

주요 전략

과학기술정책

577 전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전통산업의 신기술 접목

과학기술중심 패러다임 제시

과학기술시스템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가과학기술지도 반영한 전략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활용 시스템 구축

수립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위한 과
학기술자 사기진작
니어링 기술 수준 향상
과학기술기본법에

지식기반사회 전환 위한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및 창의적 연구

기술의존도 감소를 위한 엔지
의거한

선진화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과 위상
강화
녹색기술개발 사업 추진

사업 증가
지역혁신정책의 심화

첫

기본계획
경제계획의 일부가 아닌 독자

의의

종합정책으로서
위상 강화

적 계획으로 수립

5대 전략이 과학기술과 경제사
회의 통합적 관점 하에 도출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등 거
버넌스 개혁 시도

외환위기 극복, 경제성장 회복,

‘녹색 성장’ 이념 하 경제개발,
환경,

연구개발

사업의

창조적

결합
기초원천융합 연구 중요성 부
상, 실질적 투자 증가

이공계 기피 해소라는 시대적 책
무 하에 모색
정권 말 수립 실행력 한계

집행 착오와 반발 확대 등 실
행에 어려움 겪음
집중 투자했던 바이오 분야에

한계

서의 국제적 스캔들로 위상 하락

계량화된 목표 넘어 과학기술
과 경제사회 통합적 가치와 이념
창출에 부족
과학기술이 다시 경제발전 수
단으로 전락했다는 인식 팽배
과학기술 거버넌스 문제 지속
적으로 제기

4) 일본 기본계획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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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이한 언어로 서술


독자층을 국민으로 설정하여 서술형으로 기술하였으며 난해한 도식이나 통계표
의 삽입을 절제하고 쉬운 용어로 풀어쓰는 형식을 갖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본계획은 개조식 서술 구조 및 도식화, 도표화를 추구함
으로써 그 독자층이 관련 전문가나 관료사회에 한정됨



국제 정세의 파악, 시대정신의 흐름, 과학기술정책이 추구해야 할 이념에 대한 폭넓
은 성찰과 탐색이 수반됨


일본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책들의 최상위 정책의 성격을 지니며
하위 정책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음



특히 이전의 기본계획이 추구해 온 바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반성과 문제를 제기
하고,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탐색을 통해 기본계획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



우리나라의 기본계획도 경제사회적 맥락에 따라 특정 지향성을 지녀왔으나, 이를
기본계획 상에 명징하게 드러내지는 못함



일본의 중앙정부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역사는 메이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만큼 오
래되었고, 그만큼 과학기술정책의 경험이 풍부함



우리나라도 비록 그 시기가 길지는 않지만 대단히 압축적인 과정 속에서 다양한 과
학기술정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경험들을 집대성하거나 반추
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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