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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러한 소통의 채널을 좀 더 넓혀보고자 합니다. R&D InI에서 다뤘던 정

책 제언은 물론이고, 과학기술계 화제인물 인터뷰, 각계 전문가 칼럼 등 읽을거

리를 좀 더 다양화해 『KISTEP InI (Inside and Insight)』로 새단장했습니다. 

『KISTEP InI』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미래 기획(Planning),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Implementation), 조사·분석·평가(Evaluation)와 과학

기술 지식의 공유와 확산(Knowledge)이라는 4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있는 구심

점이 되고, 동시에 인문사회와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 명사의 혜안으로 과학

기술을 새롭게 해석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KISTEP InI』가 과학기술계는 물론, 과학기술과 사회를 연결하

는 진정한 소통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애정 어린 조언과 

의견개진, 비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창간사

조선 초기 정치 사상가였던 정도전이 최근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급진적 개혁사상으로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조선 500년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조선의 마키아벨리’로 재평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한 당시의 

정치사상은 600년을 훌쩍 뛰어넘는 지금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민본사상이고 그 핵심은 백성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소통은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의 도구로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과학기

술과 기업경영에서는 ‘개방형 혁신’으로, 행정과 국정관리 영역에서는 참여와 협

력을 강조하는 ‘거버넌스’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소통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

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기본 정신 중 하

나이기도 합니다. 쓰이는 단어와 본질적인 의미는 다를지라도 이들이 의미하고

자 하는 바는 같습니다. 어떤 칸막이도 없이 수평적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참된 소통이 그것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 비전

과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정책전문지

『R&D InI (Inside and Insight)』를 창간했습니다. 그 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새

로운 과학기술 50년 기틀을 만들자’, ‘과학기술, 창조경제를 논하다’ 등 기획특집

호를 비롯해 총 7호를 발간했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계 이슈를 다룬 60여 개의 

전문가 제언을 함께 나누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과 창조의 도구,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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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방황의 시간을 갖

고 사회도 그걸 용인한다. 부시 미국대통령도 대학 졸

업 후 일탈이 있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라면 

2~3년 동안 별로 한 일이 없는 젊은이를 대기업에서 

뽑아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인생에서의 여백은 남들

과 다른 생각을 해보고 향후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창의성이 교육으로 계발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교육학 분야의 논쟁거리다. 그러

나 창의성을 경험하게 해주는 교육과 더불어, ‘여백’에 

대한 사회적 용인은 젊은이들이 여러 생각과 경험을 

하게 해주어 창의성 계발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대학생들에게 창업 실무를 가

르치고 자금까지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걱정스러운 일이다. 대학생들은 진입장

벽이 그리 높지 않은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어서 성공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일단 창업

에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인생에

서의 여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실패에 투

자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재기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실패하면 그 꼬리표가 평

생을 따라 붙는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에서는 FAIL을 

‘First Attempt In Learning’으로 규정하여 오히려 그 

경험을 높이 사주고 있다. 실패를 용인하고 그 경험을 

중요한 자산으로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이 창업 분위

기 확산에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창업에 어느 정도 성공해 기업이 궤도에 오르

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출구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실

제로 미국의 경우 창업자의 90%는 인수합병으로 회

사를 팔 때 자기 노력의 보상을 얻게 된다. 기업공개까

지 가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인수합

병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끝까지 잘

해 코스닥에 상장하던가 아니면 그냥 현상유지를 하

면서 망하지 않도록 버틸 수 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창

업에서 그토록 성공적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유태

인 네트워크가 막강한 미국이 인수합병의 주 고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기업이 인수합병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화도 중요하

다. 국내에 인수합병 시장이 없다면 해외로 눈을 돌려

야 할 것이다.

내재된 창의성을 경험하게 해주는 색다른 교육과 인

생의 여백을 인정해주고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

기, 또 창업 출구전략의 하나로 인수합병의 활성화 등

이 전제되지 않으면 창의성 계발과 창업 활성화는 아

무리 정부에서 독려해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창

업 건수에만 집착하는 근시안적인 실적 위주의 정책을 

편다면 창조경제 또한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긴 안목으로 앞서 말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

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도 창조경제를 가

지고 또 하나의 한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실패하면 

그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 붙는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에서는 FAIL을 ‘First Attempt In Learning’으로 

규정하여 오히려 그 경험을 높이 사주고 있다. 

실패를 용인하고 그 경험을 중요한 자산으로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이 창업 분위기 확산에 반드시 필요하다.

InI View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모든 정권의 화두

에는 반드시 경제 발전과 관련된 캐치프레이즈가 한 

자리를 차지해 왔다. 가까이는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

장을 비롯해 방법은 약간씩 다르지만 우리 경제와 산

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있었다. 이번 정부에

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창조경제도 이들과 닮아있다. 

아직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이르지만 역대 정권의 경

제발전 정책은 칭찬보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창

조경제도 시작하기도 전에 명칭과 개념의 모호성 때

문에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엄중한 것은 현실이

다. 수출이 호조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내수로 연결되

지 않으며 국내투자도 저조하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소득은 양극화되어 경제성장률도 정

체상태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

하니까 견제도 거세졌다. 이제는 예전처럼 선발 주자

를 모방하던 시대에서 우리가 기술혁신을 주도해야하

는 시대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

가 마련되지 않으면 후발국들의 숨 가쁜 추격에 그나

마 이제까지 이루어 온 발전도 공염불이 될지 모른다

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의 두 마

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고 

이전에 없던 신산업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듯 싶다. 창의성과 창업이 핵심적 

키워드로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창조경제가 출발한 것이라 생각된

다. 창업으로 생기는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의 창

출 없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

다. 그렇지만 구호만으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

적 캠페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의 성과는 그

리 두드러지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는 왜 젊은이들

이 창의적이지 않고 창업에 도전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기회에 도

전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창업환경이 가장 모범적인 미국은 예로부터 기회의 땅

이었다. 1800년대 중반부터 Vanderbilt, Rockefeller, 

Carnegie 등 당대에 창업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기업

가들이 많이 있었다. 그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실리콘

밸리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에 이르기 까지 창업은 

어쩌면 미국인들의 DNA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할 정

도로 미국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왔다. 애플로 대

변되는 혁신적 제품들은 미국의 창의적 문화와 관련

하여 숱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은 미국에 비해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한다. 적어도 학습시간으로 보면 그렇다. 영어유치원

에서 시작해 각종 학원 수강으로 중고교 시절을 보내

고 대학에 가면 스펙 쌓기에 분주하다. 물론 쌓인 지식

이 많다고 창의적이 되지는 않으나 기본 지식은 아이

디어의 바탕을 이루므로 중요하다. 문제는 지식을 퍼부

어 넣기만 할 뿐 자기의 일부로 체화하는 시간이 없다

인생의 ‘여백’과 ‘실패’에 대한 사회적 용인

이우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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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도 새로운 가치와 보람을 창출하는 꿈을 

공유해야 한다. 자신이 성취한 연구결과가 

학문 발전 또는 사회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영향력(impact) 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지구촌 인류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꿈이다. 

‘꿈’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필

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공동의 

목표다. 1960년대 국민 모두가 함께 땀 흘리며 외쳤던 

‘잘 살아보세’ 이후 대한민국의 꿈은 무엇인가?

‘창의력 상상력과 과학기술 ICT가 결합하여 활발하게 

창업 또는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

장과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성장전략’이라는 창조

경제도 국민 모두가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창의력, 상상력도 꿈이 있을 때 

펼쳐나갈 수 있다. 

연구자들도 새로운 가치와 보람을 창출하는 꿈을 공

유해야 한다. 자신이 성취한 연구결과가 학문 발전 또

는 사회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는 영향력(impact) 

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지구촌 인류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꿈

이다.   

‘마음’을 공유해야 한다

‘장사(business)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아무리 좋은 제도, 정책이라도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면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많

이 보아왔다. 한 정부나 기관장의 임기 내에는 행정적 

힘 때문에 일단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다. ‘마

음’의 공유는 성공을 위한 기본 요소다. 

요즈음 화두인 ‘융합’은 ‘질문의 공유’에서 출발하며 

‘사람의 융합’ 즉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져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파

트너 십’ 등이 가능하다. ‘마음’의 공유는 우선 ‘소통’

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성숙한 토론, ‘논쟁(debate)’

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다. 

‘펀더멘탈’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의 제품들도 사실 내부 핵

심기술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

야만 하는 것들이다. 이는 ‘속빈 강정’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개발’이라는 이름의 ‘따라가는’ 연구만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상태에 와있다. 

이제는 기초를 튼실하게 닦아야 한다. 특히 기초원천

기술의 확보를 중시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ICT가 접목

으로 만들어가는 창업과 벤처기업의 활성화도 여기에 

달렸다. 단기간에 큰 성과는 쉽지 않으므로 긴 안목으

로 기초과학 기반의 플랫폼을 튼튼하게 만들어내야 

한다. 국정과제로 삼은 ‘기초연구 투자비중 40%’에 충

실해야 할 이유다. 

미국 공군사관학교의 설립과정 이야기다. ‘교훈’을 가

장 먼저 정했는데 공중전에서의 순간적 판단력은 평소 

바른 지식에서 나온다며 2년 걸려 교훈을 ‘지식’으로 

InI View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

화 등과 관련된 심각한 내부적 문제들과 중국, 일본, 

미국, 북한과의 역학관계가 갈수록 만만치 않게 어려

운 국면으로 엮이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 

지난 2010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기적은 끝났

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 앞으로 성장하려면 이

제 어렵겠지만 ‘근본적인(fundamental)’ 변화를 만들

어가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성장잠재력 하락이라는 위기적 과제를 풀어가며, 4만 

불 시대의 길로 들어서려면 우리 모두 크게 달라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문제해결 방식을 본질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게 이끌어가고 있는 규제혁파의 문제도 우리 

사회의 일종의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대혁신을 요구하

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은 인식과 제도의 문제이고 사람에 의

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풀어가야 한다. 그

러므로 ‘사람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

구된다. 창조경제도 바로 이를 기반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자 한다.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삼성전자 없는’ 한국경제를 고민해

야 할 때라고 말할 정도로 성장 동력이 빠르게 떨어지

고 있고 앞으로 5년 후 조차 불안하다는 이야기도 들

린다. 1990년대 정부의 지원과 연구 성과의 산물로 반

도체 강국이 됐지만 2000년대 이후 불행히도 세계에 

내놓을만한 또 다른 과학기술 관련 산업 분야가 별로 

없고 경쟁국들과의 기술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OECD 보고에 의하면 2031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간 1%로 예측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

능인구(15세~64세)가 감소되어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

게 하락하며 정체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 북한의 도발 가

능성을 비롯한 주변나라들 간의 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갈등, 빈곤층 증가 및 자

살, 이혼, 저출산, 부패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00년 전 상황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오늘 우

리는 ‘생존’이라는 우리의 역사적 명제를 다시 떠 올려

야 할 때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임에도 위기를 제대로 느끼

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위기이다. 오늘의 

국가적 핵심과제인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신성장 

동력 등의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위기의식’을 공

유하며 새롭게 도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창조경제 성숙국가로 가는 길”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 교수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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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재양성이나 연구 성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

은 대학의 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에게 있음을 인식

해야 한다. 대학별 독자적인 인재상 중심의 교육시스템

으로 학생들이 요구되는 역량들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

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들도 다음 세대를 위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의 역할

도 중시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들은 가치와 영향력이 

큰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국민의 신

뢰와 기대도 여기에서 나온다. 

창조경제의 기본요소이기도 한 상상력, 창의성은 토론

문화에 달려있다. 이스라엘이 창업국가로 성공한 이유

는 멘토링, 자금지원 등 창업을 위한 환경을 잘 갖춘 

것보다는 어려서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

는 것을 격려하는 후츠파 정신, 계급이나 위계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문

화 때문이다. 강의실, 연구·실험실에서의 토론문화, ‘논

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범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여

야 할 때다.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은 이제는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

들에 대해 정부 탓으로만 돌리고 만 있거나 정부의 운

영방식 및 국내외 평가에 그냥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

다. 대학, 연구기관의 구성원들이 나서서 스스로의 입

장과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과 연구 환

경을 선도적으로 변화시켜나가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과학기술 주도권은 호기심을 기반

으로 장기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

온 것이다.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펀더멘탈’이 갖추어

지도록 공동의 철학과 비전을 세워 정부와 사회에 요

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회적으로도 공론화시켜나

가야 한다.

창조경제는 현 정부 5년을 넘어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야 할 과제이며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회,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는 ‘빨리 빨리’ 무언가 보이라고 요구

하기에 정부, 대학, 연구기관 모두 단기적인 성과를 내

놓기에 급급하여 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벤처, 창업, 일자리, 성장 동력이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생태계를 제대로 만드는 

일도 오랜 기간이 걸린다. 우리 사회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계급의식이 매우 강한 우리 사회도 어떤 환경에

서도 자유로운 토론,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해

야 한다. 또한 교육력이나 연구력은 결국 지원의 규모

와 비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

도록 응원해주어야 한다.  

오늘과 비슷한 위기 상황이었던 100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생존번영을 ‘교육 장려’와 ‘실업 발전’에

서 찾았다. 창조경제도 마찬가지로 우수인재와 과학기

술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갈등과 분열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근본

적인 변화’로 융합적인 생태계를 만들려면 우리 모두

의 공동체적 인식과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먼저 ‘위

기의식’을 공유하며 새롭게 도전해나가야 하며 ‘꿈’을 

공유하며 새로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마음’을 공유

하며 ‘혼’을 담아 새로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는 신념과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성공적인 정책은 정부나 기관장이 바뀌어도 남아 지속

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는 정책에 철학이 담길 

때 가능하다. 창조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우리나

라의 바람직한 미래 창조에 크게 기여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인류 사회에 자유, 평등, 공존, 행복에 대한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 

창조경제의 기본요소이기도 한 상상력, 창의성은 토론문화에 달려있다. 

이스라엘이 창업국가로 성공한 이유는 멘토링, 자금지원 등 

창업을 위한 환경을 잘 갖춘 것보다는 어려서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을 격려하는 후츠파 정신, 

계급이나 위계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문화 때문이다.

선택했다. 사관학교 부지는 경관이 수려하면서도 생도

들이 공기가 희박한 환경에 적응되도록 고지대인 ‘콜로

라도 스프링스’를 2년 걸려 찾아냈다. 완벽한 교육과정

을 만들기 위해 하사관들을 모의생도로 선발하여 2년

간 교육시켜보고, 후에 조교로 활용했다.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빠른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펀더멘탈’에 주목해야하며 특히 

창조경제도 기본 철학에 충실해야한다. 창조경제도 기

초과학으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생태계를 제

대로 만들 수만 있다면 큰 성공일 것이다. 

‘평가혁명’이 필요하다

창조경제는 창의적 역량, 성과의 질과 가치, 그리고  

그 영향력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나 언론의 기관 평가가 수집하기가 

쉬운 논문 편수, 임팩트 팩터, 피인용도, 특허 수 등 숫

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한 정권 5년 내의 ‘업

적’을 내세우려다 보니 성급해지며 단기적 성과에 집

착하기도 한다. 국가 경쟁력의 이해도 몇 개의 투입요

소 중심의 ‘지표’에 의존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역량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특히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본부는 재정지원 또는 

‘명성’이 달려 있는 평가에 도움 되는 ‘숫자적’ 성과를 

내라고 연구자들에게 강요해왔다. 젊은 교수들조차 참

신한 연구보다는 ‘생존’을 위해 논문 편수 맞추기에 급

급하고 창의성 있는 연구 자체보다는 연구비 확보, 규

모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논문이 많이 나오는 영역으

로 몰리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인재양성이나 우리 사

회나 산업 현장에 대한 관심은 멀어져 최근 ‘공과대학 

혁신’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

는가. 결국 평가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교

수들의 역할도 논문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원화되어야 

하며 연구자들은 영향력 있는 연구 성과에 초점을 맞

추도록 평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숫자게임에서 자

유로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기초과학 연구로부터 사업

화까지 연계하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창조경제도 여기

에 달려있다. 

누가 풀어 갈 것인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모든 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이제는 국가 운영의 펀더멘탈을 바꿔야 한다. 아직도 

정부는 관리자로서 갑의 위치에서 획일적인 틀로 모든 

것을 끌어가려는 모습이다. 사실 정부 내 부처, 기관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범부처적 협력이 이루어지

기 어려운 이유다. 

‘창업국가’라는 책에서 “나는 한국 독자들이 이스라엘

의 성공이 정부의 잘된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혀 간

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영에 있

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성공

을 이루어낸 주연이 되도록 항상 그들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듣고 격려했을 뿐입니다”라는 이스라엘 전 총리 

에후드 올베르트의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과 같이 글로벌화, 다원화되며 상상력, 창의성이 

강조되는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자율성, 개방성, 전문

성, 유연성이 필수다. 이제 정부는 큰 그림과 전략만 그

리고, 국민들과는 동반자적 수평적 협력관계를 가지며 

지원과 격려의 위치에 서야 한다. 

특히 ‘평가 혁명’을 이루어가야 한다. 감사원, 기획재정

부부터 ‘성과’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과 기재부의 평가 관리 대상인 다른 부처들이 

변화된다. 분야 및 기술에 따라 성과의 개념, 평가 시

스템을 다양화하며 도전성과 창조성을 극대화해나가

야 한다. 기존의 ‘관리’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지원, 컨

설팅, 격려를 통해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도와줘

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평가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평가 체

제를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기획평가

관리비는 연구개발비 대비 2.5%로 미국의 국립과학재

단 4.3%, 국립보건원 4.6%, 영국 공학자연과학연구회 

4.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연구지원 정책의 기본 틀은 연구자들이 호기심

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어야 한다. 특히 연구역량과 의지가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소규모 지원으로라도 지속적으

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풀뿌리 연구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많은 과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결국 ‘우수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찾

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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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과 오랜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래전 일인데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KISTEP 초대 

이사장으로 계실 때 이사를 맡은 적이 있다. KISTEP이라

고 하면 친밀감이 든다. 당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란 

걸 알았는데 국과심을 맡아 보니 더 실감이 났다. 국과심 

간사 기관인 미래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KISTEP이 한

다. 과학기술 정책, 예산 심의 등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는데 

KISTEP의 도움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

고 미래부를 새로 만든 지 1년 조금 넘었다. 국과심에서도 

창조경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창조경제가 나왔는가 생각해봤다. 2012년 기준 전 세계 

경제규모는 71조7000억 달러 규모다. 지난 5년 동안 16조 

달러 늘었다. 중국은 두 배 이상 성장했다. 반면 한국의 경

제규모는 1조500억 달러에서 1조1300억 달러로 거의 정체

되었다. 이 기간 경제 위기를 겪은 나라에 비하면 선방했다

고 볼 수 있지만 이웃나라인 중국과 비교할 때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 진흥정책

을 많이 발표했는데 대부분이 과학기술력에 기반한 경제

를 만드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도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국민들의 창의력을 결집해 신성장동력으로 발현하고 궁극

적으로 일자리 창출 늘리기 위해 내놓은 게 창조경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 전체적인 소회를 밝힌다면.

창조경제의 핵심 정책은 기술혁신 주도의 산업경제를 육

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이루고 많

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이다. 또 한 가지 국과심을 통

해서 의결한 많은 정책들 돌아보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들

이 초기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내

용이 많다. 이들을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으로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사

회를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이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지난 1년간 창조경제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것을 범부처적으

로 지원하는 것도 기존 정부와 다른 점이다. 지난 정부 국

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단독으로 일을 했다면 국과심에는 13

개 부처 장관이 참여해 범부처 차원의 해법을 찾는다.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많은 일들이 점

차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아쉬운 것은 홍보다. 정부의 노력

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좀 더 노력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연간 17조원이 넘는 R&D 예산 중 대학과 출연연구소로 

60% 정도 들어간다. 세계 30위권까지 대학 순위 올라간 것

은 성과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도약의 지표들이 가시

적인 논문으로만 쏠리고 산업화, 사업화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올해 R&D 예산이 17조7000억 원이고 2017년까지 92조

4000억 원 책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환영할 일이

다. 하지만 예산을 늘리는 것만큼 강조해야 할 게 효율화

다. 과거 고속전철, 반도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등 

획기적인 성과가 나왔지만 선진국 추격형으로 연구를 진행

하다 보니 한계점도 드러냈다. 논문 위주의 연구, 연구를 위

한 연구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새 정부

가 추진하는 방향은 기존의 기술을 붕괴시킬 수 있는 파

괴력을 지닌 선도형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다. 고위험 고보

상 연구를 장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

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제 기초연구에서부터 응

용연구, 개발연구, 상용화, 판매에 이르기까지 범부처 차원

에서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기획, 과제 선정, 사후 평가 등 R&D와 관련된 여러 일을 풀

어가는 열쇠는 평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논문, 특허 등 양적 

지표로 획일화된 평가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평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울대 총장 시절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의 피터 그루스 총재를 만난 적이 

있다.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배경을 물었더니 정확

한 평가와 차별화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방식과 관련

해 우리나라도 질적 평가, 실용화 실적을 중시하는 평가로 

새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평가 방식에서 개선해야 

“ 창조경제 핵심은  
기술혁신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InI People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술혁신 주도의 산업경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창

업 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이

들을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민간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 개원 15주년을 맞아 마련한 인터뷰에서 밝힌 창조

경제 비전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최

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과심을 이끌고 있다. 국과심은 과학기술정책과 국

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다. 국무총리와 함께 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13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1명 등으로 구

성된다. 

이 위원장은 공학 분야 국내 최고 석학이자 원로다. 1967년 서울대 기계

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았다.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울대 총장을 지냈다. 

이 위원장을 만난 것은 3월 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위원장 집무실

에서다. 인터뷰 진행은 박영아 KISTEP 원장이 맡았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술혁신 

주도의 산업경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이들을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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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정부가 제2의 벤처붐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지만 

대학 내 창업 분위기는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다.

1997년 서울대 공대 학장을 하면서 신기술창업네트워크 

를 만들었다. 대학에서 나온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지원

해주는 센터다. 요즘으로 말하면 벤처지원 센터 개념이다. 

100여명의 학생들이 센터에서 창업했다. 1998년에는 조교

수 등 젊은 교수들도 참여했다. 그 중 한 사람이 산업통상

자원부 R&D 전략기획단장인 박희재 교수다. 지금은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한  SNU프리시젼을 그때 창업했다. 지금

도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창업정신,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도전정신을 고취할 수 있

어야 한다. 학장 시절 1실험실 1창업 운동도 했다. 관악구

청장 만나서 하숙촌, 고시촌을 벤처타운으로 만들자고 제

안했는데 그쪽에서 창업해 코스닥에 오른 업체도 여럿 나

왔다.

평소 기술혁신형 창업, 중소기업을 강조하는데.

국제생산공학한림원이란 단체에서 펠로우로 활동하고 있

다. 전체 회원이 150명 정도인데 7~8년 전부터 미래 생산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다.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기업과 시장은 성장하는

데 청년실업은 늘어나고 고용도 줄어드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지금처럼 한군데서 대량 생산해 뿌리

는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크

리스 앤더슨의 ‘메이커스(MAKERS)’란 책이 지난해 나왔

다. 대량 생산이 아니라 개인생산 시스템으로 가자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오픈 이노

베이션인데 이것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

가 만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은 이 같은 개방혁신형 인프

라다. 한사람이 획기적인 아이디어 내서 인터넷에 공개하

면 여기에 아이디어를 보태 보강하고 증진시켜 더 큰 아이

디어를 만드는 방식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옛날에

는 큰 기업에 가지고 가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됐다. 공작기계로 부품 만들어주고 

조립해주는 사람도 많아졌다. 개인이 디자이너이고 생산자

가 될 수 있는 시대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클라우드 방식

으로 투자까지 연결해준다. ‘메이커스’란 책은 오픈 이노베

이션이 확산되면서 맞춤형 생산, 지역생산, 개인생산이 확

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3차원(D) 프린팅, 로보틱스, 정보화 

기술 등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생산체제는 고용을 중시하는 방향을 갈 것이다. 인간가치

를 중시하는 방향이다. 가치를 중시하면서 가려면 기계만 

찍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을 늘려야 한다. 앞

으로 대량생산으로 붕어빵 찍듯이 생산하면 미래가 없다. 

개인을 중시하는 경제체제로 가야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그 전 단계에 필요한 일이다.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창업자가 많아져야 고용창출이 

된다. 현재 대기업 패러다임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 국

과심 심의할 때도 각부 장관들에게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로 개원 15주년을 맞은 KISTEP은 그동안 국가 과학기

술 기획, 조정, 평가를 아우르는 유일한 전문 기관으로 성장

해왔다. 앞으로도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져 진정한 

과학기술계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비

전과 발전전략도 마련했다. 국과심 위원장으로서 KISTEP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KISTEP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 행정의 골격을 기획하고 조

정하며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를 평가하면서 국가 과학기

술의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고, 또한 과학기술심의회

의 브레인 및 지원 기능도 지속해온 보물 같은 존재다. 앞

으로 KISTEP이 경쟁국 관련 과학기술 및 산업정보를 수

집, 관리하는 아시아 과학경제연구센터(일본의 경우 아시

아 경제연구소)의 설치를 고려해보길 바란다. 

<정리 : 한국경제신문 IT과학부 김태훈 기자>

KISTEP이 경쟁국 관련 과학기술 및 산업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아시아 과학경제연구센터의 설치를 

고려해보길 바란다.

할 점도 있다. 현재 연구과제 심사평가 때 동료 평가를 진

행하는데 기존의 기술을 붕괴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진 연

구를 찾으려면 동료 평가로는 안 되고 전문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전문 책임자가 책

임을 지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신뢰 부족도 큰 문제다. 질적 평가, 프로젝트 매

니저 중심의 평가 등이 자리잡으려면 상호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

박 대통령도 남북 관계에서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했다. 과

학기술계에서 질적평가, 기획평가가 자리잡으려면 신뢰가 

쌓여야 한다. 단시간내에 완성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늘

려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평가 과정에서 성공사례들이 나오면 정부가 인센티

브를 주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대형 과제에

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 리뷰를 진

행한다. 이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즘 1억, 10억 규모의 과제도 대부분 1~2시간 평가해 결정

하는 일이 많아졌다. 과거 하루 종일 평가했는데 끝장토론

을 하다보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보였다. 평가 시간이 일

률적으로 짧다는 생각이다.

과제 사후 평가도 중요하지만 과제 선정 잘하고 연구 책임

자 잘 선택하는 게 결과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평

가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야 한다. 해당 분야 전

문가들 뿐만 아니라 연계되는 분야의 책임자들도 참여시

켜야 한다. 시간도 1시간에 끝마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

루 종일 난상토론을 하는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평가 

나오는 기관의 기관장, 대학의 학과장들이 외부 평가활동

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기관 가서 봉사하는 것을 시간 뺐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 평가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사

명감을 가지고 해야하고 학교, 기업 모두 의지를 갖고 지원

해야 한다.

박 대통령 취임사에 보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강조했

다. 과거 김구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도 ‘내 소원은 우리나라

가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란 말을 남겼다. 정말 아무 것도 없

는 상황에서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하신 게 가슴 속에 

남았다. 창조경제와 연결해서 21세기의 문화가 창조문화이

고 혁신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대 총장 시절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는데 교

육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문화와 관련해 희망이 조금은 보이고 있다. 과거 문명에 있

어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할 때 상당히 왜소한 

느낌을 받아야 했다. 유럽에서 일본 문화 많이 얘기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요즘 일본은 쏙 

들어가고 한국 얘기를 많이 한다. 유럽, 남미, 중동, 중국을 

가도 비슷하다. 한국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생긴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력 발전이 첫 번째이고 협의의 문화예술 분

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창조경제 뒷받

침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다. 13억 인

구 넘는 중국하고 비슷한 교육과 연구를 할 것 같으면 경

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결국 중국과는 다른 한국 특

유의 소유 정예 과학기술자, 미래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빼놓을 수 없는 게 높은 전문성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 인력이 갖지 못한 능력이 필요하다. 졸업생들이 

중국에 가서 경쟁을 해보니까 자기 분야에서는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꽤 많지만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

게 되면 한계를 보이는 일이 많다고 말한다. 인접 분야와

의 융합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능력의 부

족한 것이다. 우리는 융합적 시스템적 사고, 종합적으로 깊

이있게 들여다보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중

동의 큰 건물과 산업설비를 건설한다고 하면 엔지니어들이 

그 나라 문화와 언어를 잘 이해해야 사업도 따낼 수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은 실무능력이 탁월하면서도 한편으

로는 세계의 여러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람직하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너무 넘쳐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뀐다. 단순 암기하는 인

재 보다는 기본을 튼튼히 해서 기초학문 능력을 기반으로 

박 대통령도 남북 관계에서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했다. 

과학기술계에서 질적평가, 기획평가가 자리잡으려면 

신뢰가 쌓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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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고도화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자동차

미래신시장 선점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복지·산업 동반육성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신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지속성장 기반 조성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2010년대 2020년대 2030년대 204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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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GNI)

(단위 : %) (단위 : $)

<그림 1>  우리나라 주요 경제지표 추이

<그림 2>  우리나라 주요 고용지표 추이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출처 한국은행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9.8 59.5
58.6 58.7 59.1 59.4 59.5

2005 2009 2010 2011

10.1

8.8
8.3

7.9

고용률 고용유발계수

(단위 : %)

✽출처 통계청 ✽출처 한국은행 

나라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010년대에 3.5%로 예상되는 우

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는 1.7%로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이고, 전 산업분

야의 고용유발계수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05년 기준 10.1에서 2011년 7.9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문턱을 채 넘기도 전에 맞이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는 우리의 미래 역시 지금보다 밝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통계청의 우리

나라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0년에 68.4인 노령화지수 1 는 2020년에 119.1로 유년인

구(0-14세) 보다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더 많아지고, 2050년에는 376.1로 노년인구가 유

년인구의 3.8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1_ 노령화지수=노년인구(65세이상)/유년인구

(0-14세)×100

창조경제시대 
13대 미래성장동력의 
주요 특징과 육성 방안

최한림 KISTEP 부연구위원

손병호 KISTEP 선임연구위원

R&D InI

1. 서론

‘경제성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한 이래 배고픔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 사는 나

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했던 가장 큰 목표이자 지난 반세기동

안의 핵심 화두였다. 덕분에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운 놀라운 경제성장을 통해 1960년에 

무역액 3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우리나라는 2011년에 세계에서 8번째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하였고, 79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돌파하여 명실상부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09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

로써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이자 개발도상국 발전의 롤

모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오일 쇼크, 외환위기 등 수 차례의 경제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달려온 한

국 경제에 최근 수년 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규모의 성장과 함께 자연

스럽게 찾아온 성장률 하락, 2007년 이후로 2만 달러대에 갇혀있는 국민소득, 경제성장

과 동떨어진 고용률 하락 등의 위험신호들은 금방이라도 선진국에 진입할 것 같던 우리

01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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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시대 구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9+1 과제를 제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

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소득 4만불 실현을 위한 13대 미

래성장동력’은 민간 중심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분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연구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120여명의 민간전문

가들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했고 8개 경제단체와 5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민간 중심의 

성장동력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고는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창조경제시대의 미래성장동력의 발굴 과정

과 성장동력의 면면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과거 정부의 성장동력 발굴 경과

우리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기술 및 산업여건

을 감안하여 다양한 대형 연구개발사업과 성장동력 육성을 추진해왔다. 90년대 이후 선

진 7개국 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과 기

초원천 기술 부족 해결을 위한 21C 프론티어 사업을 추진하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

가경쟁력 강화를 모색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참여정부), 17개 신성장동력(MB정부) 등 성장동력 발굴·육성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2001년 8

✽총괄지원반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림 5>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 체계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

총괄지원반

창의융합 분과 미래선도 분과 공공복지 분과
고부가가치 디지털

서비스 분과

구분 내용

창의융합 주력산업분야와 신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산업의 고도화 및 신영역 창출

미래선도 現시장규모는 작으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며 세계시장 선도 가능

공공복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안전 및 환경보호, 삶의 질 제고 등 국민 행복 추구

고부가가치 디지털 서비스 시장성과 혁신성을 담보하는 SW·콘텐츠·지식서비스 영역을 포괄

게다가 선진국의 경쟁력 회복과 신흥국의 부상에 따라 기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다. 2009년에 38.7%에 달하던 석유제품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3

년 6%로 떨어졌고, 무선통신기기도 4년 만에 40.3%에서 11.1%로 급감했으며 자동차부

품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내우외환, 설상가상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자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실현의 기

치 아래 창업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난 1월에는 민간 주

도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지방으로 창조경제를 확산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발족시켰고, 2월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행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6.9 7.2 11.2 20
34.3

68.4

119.1

193

288.6

376.1
394

38.7

6 6

16.1

40.3

11.1

2009년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2013년

✽출처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

✽출처 관세청

<그림 3>  우리나라 노령화지수 추이

<그림 4>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전년대비 수출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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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참여가능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가능성, 고용유

발효과 등을 중요한 선정지표로 활용하였다.

이번 미래성장동력 발굴은 ① 기본 후보군 도출 → ② 후보군 압축 → ③ 후보(안) 도출 

→ ④ 후보(안) 의견수렴 및 미래성장동력 확정의 과정으로 약 3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기

본 후보군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에 포함된 120개 국가전략기술과 국가중점과학

기술전략로드맵(’13)의 30개 중점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전경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

기업중앙회 등 경제 8단체 주도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205개를 도출했다. 이후 

창의융합, 미래선도, 공공복지, 고부가가치 디지털서비스 분과별 심층 분석을 통해 총 23

개로 후보군을 압축했다. 압축된 후보군에 대한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의 검토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9대 전략산업 분야와 4대 기반산업 분야가 선정되었다.

[표 2]  창조경제시대 미래성장동력 선정기준

[표 3]  창조경제시대 미래성장동력 선정 과정

선정기준 내용 세부내용

성장잠재력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시장규모를 갖추었으며 신산

업·신시장 창출 가능
목표시점인 2020년 세계시장규모와 연평균성장률 등 고려

경쟁우위
우리의 역량을 고려할 때 적극적 투자를 통해 세계시

장 선도 가능

기술수준, 기업경쟁력(시장점유율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

라 수준 등 고려

창조적 산업생태계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성장 및 

민간투자 활성화 가능성

중소기업, 창업기업의 참여가능성 및 대기업·중소기업 협력가

능성 등 고려

파급효과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가능성

타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효과, 경제적 부가가치 규모, 일자리 창

출 효과 등 고려

내용 시기 비고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 발족식 ’13.11.13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30여명 참여

▼

산업계 의견수렴 ’13.11.6~27 8개 경제단체를 통해 산업계 의견 취합

▼

기본 후보군 도출 ’13.11.13~27 총 205개 후보군 도출

▼

후보군 압축 ’13.12.4~’14.1.21
분야간 및 분야 내 유사·중복 후보 간의 연계·통합

- 총 23개로 후보군 도출

▼

미래성장동력 후보(안) 도출 ’14.1.23~28 9대 전략산업 분야와 4대 기반산업 분야 도출

▼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토론회
’14.2.10

미래성장동력 도출 결과 및 육성방향에 대한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민간의 의

견 수렴

월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방안과 6T(IT·BT·NT·ET·CT·ST)별 발전전략을 마련하였다. 참

여정부는 대외경제 불확실성 극복과 소득 1만불 시대 탈출을 위해 2003년 12월 10대 차

세대 성장동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명박정부는 글로벌 환경·자원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성장을 목표로 정하고 2009년 1월 17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선정된 분야의 범위를 살펴보면 참여정부는 차세대 전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좁은 범

위의 정밀타격형 성장동력분야를 선정하였고 국민의 정부와 이명박정부는 신재생에너

지, 그린수송시스템 등과 같은 광범위한 융단폭격형 분야를 선정하여 뚜렷한 대비를 보

였다. 사업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이명박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부처 중심으로 ‘관리형’으

로 추진하였고 참여정부에서는 ‘사업단’ 중심으로 추진하여 차이를 보였다. 책임성이나 

추진력 면에서는 참여정부의 사업단 추진체계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Wibro, DMB 등 참여정부의 대표적 사업추진성과가 민간주도가 아닌 정부주도로 추진되

면서 기술개발은 성공했지만 시장상황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다. 2

3. 창조경제시대 미래성장동력의 특징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계승해 발표된 이번 ‘국민소득 4만불 실현을 

위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은 분야의 선정에서부터 산업생태계 전반의 균형적 발전과 일자

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이

전 정부의 성장동력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의 성장동력이 

시장잠재력이나 경쟁력 등에만 방점을 두었던 탓에 산업생태계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경

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다. 이를 위해 <표 3>에서와 같이 성장잠재력, 경쟁우위, 창조적 산업생태계, 파급효과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미래성장동력 후보들의 창조적 산업생태계 기여도 및 파급효과 비

[표 1]  과거 정부의 성장동력 추진 경과

구분 추진배경 및 특징 선정기준

국민의 정부

(’98-’02)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위주의 구조전환, 중국의 ‘세계공장’ 부상과 추격



지식기반경제, ICT중심 R&D를 통한 원천기술(성장원천) 강조

•글로벌트렌드

•세계시장의 성장성

•경쟁력 확보 가능성

•국가 전략적 필요성

참여정부 
(’03-’07)

대외경제 불확실, 당시 8년간 지속된 소득 1만불 시대 탈출 전략 긴요

 

혁신경제, 10대 전략품목과 기술 중심 혁신활동(성장전략) 강조

•글로벌 시장·기술 변화 트렌드 

•세계시장 규모

•경쟁력 확보가능성

•전략적 중요성

•파급효과

MB정부

(’08-’12)

글로벌 환경·자원위기, 고령화 대비 미래 준비와 글로벌 위기 이후 신성장전략



녹색성장과 지식경제, 상대적으로 새로운 성장원천 강조

•글로벌 기술융합 트렌드

•현재 시장규모 및 미래 시장잠재력 

•우리 기술수준, 잠재력, 인적 여건

•국가의 전략적 필요성

•관련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

※ 교육, 금융, IT, BT, NT 등 자체 성장동력 가능성 뿐 아니라 타 산업의 혁신적 기반이 되는 분야도 고려

✽출처 장석인(2013), “새 정부의 성장동력 구상과 향후 정책과제”, 제2회 KISTEP 창조경제포럼 발표자료

2_ 장윤종(2013), “지난 정부 성장동력 정책평

가 및 해외 사례 분석”, 성장동력 3.0 민간기획

위원회 발족식 주제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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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잠재력

지능형 로봇은 새로운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로 미래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세

계 서비스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20년 536억 달러 

규모)

창조적 

산업생태계

로봇 산업은 기술개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부품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

하므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

파급 효과

로봇 산업은 제조, 소프트웨어, 서비스, 컨텐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전

후방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

✽ ’14∼’20년간 국가적으로 총 4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총 12조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총 20만 명의 고용창출 예상

시장

잠재력

착용형 스마트기기 시장은 의료 및 건강 분야에서 탈피하여, 인포테인먼트 등의 분

야로 확대되면서 시장의 급성장 예상

✽ ’13년 약 83억 달러의 세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20년에 약 1,350억 달러, ’24년

에는 2,664억 달러로 급격히 확대될 전망

✽ 글로벌 기업들(구글, 애플, MS, 삼성전자 등)은 웨어러블 기기를 스마트폰 이후의 

최대 시장으로 예상하고 적극 투자

창조적 

산업생태계

SW, 센서, 디스플레이, 소재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HW/SW, 부품/소재, 대기업/중

소기업 동반성장이 가능한 분야

파급 효과
의료, 패션, 국방, 제조업, 운송, 인포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다

양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가능

지능형 로봇
ICT 기술과 연계한 지능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텔리전트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의복이나 장신구와 유사한 형태로 이용자가 착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된 스마트 전자기기

스마트 자동차
기계 중심의 자동차 기술에 전기, 전자, 정보 통신 기술을 융복합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탑승자의 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자동차

시장

잠재력

스마트카 세계 시장규모는 ’19년 3,01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4%(CAGR ’10~’19) 

성장 예상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19년에는 138억 달러로 연평균 5.2%(CAGR ’10~’

19) 성장 예상

창조적 

산업생태계

기존 자동차의 구성요소인 소재업체들과 부품업체 이외에 센서, ECU, 엑츄에이터 

등을 제조하는 전장부품업체들과 이를 컨트롤하기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업체 등 중

소·중견기업의 참여 필요

파급 효과
스마트카 개발로 매출은 ’18년 총 17조 1,670억원, 고용창출효과는 2만 4,765명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한 수입대체효과는 5조 1,392억원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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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조경제시대 13대 미래성장동력

창조경제시대 미래성장동력의 면면을 살펴보면 각 분야 간 ‘융합’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기술(ICT)과 타 기술·산업 간 융합이다. ICT와 타 기술·산업 간 융

합이 미래 산업발전의 거스를 수 없는 큰 물줄기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정

보통신기술은 다행히 우리나라가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시너지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미래성장동력 선정에서도 이러

한 점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9대 전략산업 중 스마트 자동차, 실감형 콘텐츠, 재난안

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맞춤형 웰니스 케어 등은 정보통신기술과 타 기술·산업과의 융

합이 강조된 대표적 분야로 볼 수 있다. 둘째, 각 산업분야와 융합되어 시너지효과를 만

들어 낼 기반산업의 선정이다. 미래에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9대 전략산업과 

함께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4대 기반산업(지능형 반도체, 융복합소재, 지능형 사물인터

넷, 빅데이터)을 선정한 것이다. 특히 4대 기반산업의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런 융합적 전략은 미래성장동력의 발전에서 오는 수혜가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시장

잠재력

5G 이동통신은 기존 이동통신 시장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성장할 전망(’26년 1조 

1,588억 달러 규모)

창조적 

산업생태계

현재 통신서비스사업자와 국내외 대형 SI업체가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5G는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파급 효과
’17∼’23년 54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1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56만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자동차·조선·철강·금융·출판 등 전 산업으로 영향력 확산 가능

시장

잠재력

전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5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2030년

까지 5,040억 달러로 연평균 6.7% 성장 전망(Subsea분야 ‘20년 예상 시장규모는 

3,275억 달러, 7.5% 성장 전망)

창조적 

산업생태계

해양플랜트 산업은 지식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으로 부가가치와 산업연관 효과가 높

고, 기술혁신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

며, 특히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가능

파급 효과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국내 생산 증가 약 80억 달러에서 54,000명의 고

용 창출 효과 발생 예상

5G 이동통신
4G 대비 1천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

심해저 해양플랜트
심해 해저에서 Oil 및 Gas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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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발전장치를 전력저장장치와 결합한 전력공급·관리 시 
스템

지능형 반도체
기존 반도체 제품에 스마트 기능 SW를 하나의 디바이스에 구현함으로써 토털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는 SW와 반도체의 융합 부품

시장

잠재력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Hybrid 발전시스템 시장은 연평균 38% 성장하여 ’20년에는 

210억 달러 규모로 확대 예상

창조적 

산업생태계

시스템은 대기업이, 부품소재 및 소프트웨어는 중소·중견기업이 맡는 하이브리드  

컨소시움 구성을 통해 동반성장 가능하며, 개별 신재생에너지원의 상호보완적 공생 

가능

파급 효과

전후방산업 연관성*이 크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등을 통

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예상

✽ 요업, 금속,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의 전방산업과 건설, 조선, 발전, 환경 등 후방

산업과 연관 

✽ ’20년까지 누적 2,000 MW, 40조원의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치 시, 설비 1 

MW 당 21명, 투자비 1억원 당 5.4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며, ’20년 직접 고용 

인력은 2만 명을 초과 전망

시장

잠재력

국내 SW 융합 반도체 시장 성장률(17.7%)은 세계 시장 성장률(10%)보다 빠르게 성장

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SW-반도체 융합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및 전 산업의 고도화 전략 추

진 

창조적 

산업생태계

SW-반도체 플랫폼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평적 상생관계 형성 가능

✽ 글로벌 혁신 제품 창출에 의한 SW-반도체 융합신산업 선점, ‘R&BD 에코시스템’

을 통한 수평적 선진 산업생태계 구현

파급 효과 고용유발효과가 높으며 R&BD 및 Spin-off를 통해 고급인력수요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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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잠재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세계시장 규모는 517억

달러(`13년)에서 1,394억달러(`20)로 2.7배 증가할 전망

창조적 

산업생태계

산업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소재 기술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원천기술 기반의 중소

기업 창업은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임

파급 효과

국내외 시장 선도를 바탕으로 생산-수출-부가가치-고용-소득-소비로 이어지는 국

가산업 성장 선순환 모델 구축

✽ (고용) 스마트 융복합 소재 분야 전체 고용 규모는 2013년 약 4만2천명에서 2020

년 까지 5만4천명이 증가하여 총 9만5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및 항공기, 전자, 플랜트, 로봇, 이동통신 등 전 산업으로 파급

융복합 소재
새로운 물리, 화학적 결합을 통해 초경량화, 고성능화, 다기능성을 극대화한 융복합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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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 홀로그램, 4D 기술을 적용하여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 시켜주는 초실감형, 참여
형, 맞춤형 차세대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IT/BT를 융합하여 웰니스를 구현하는 新산업 분야로 창의적 아이디
어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조서비스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다양한 재난·안전요소를 단위 산업체·시설물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고 예방·대응하는 시스템

시장

잠재력

실감형 콘텐츠 세계시장 규모는 ‘13년에서 ’20년까지 연평균 26.1%(1,010억불→5,129

억불), 국내시장 규모는 연평균 12.2%(36,010억원→80,601억원) 성장 전망

창조적 

산업생태계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는 C–P–N–D 생태계와 서비스를 포괄하여 기기·통신/플랫

폼·콘텐츠의 대/중소·중견기업 간 동반성장이 가능

파급 효과

방송, 영화, 게임,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 타 분야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융복합 산업 

창출에 기여 가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

✽ 실감형 콘텐츠 분야 중 미디어 산업의 경우 2015년 약 14만2천명에서 2020년 22

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전망

시장

잠재력

2010년 세계 웰니스 시장은 약 2조 달러 규모로, ‘20년까지 매년 10% 성장이 예상되

는 유망산업

✽ 특히, 건강 웰니스 분야에서 유전체 정보 기반 맞춤형 의료 시장은 ’13년 253억불 

규모에서 ’20년 682억불 규모로 연평균 15.2% 성장 예상

창조적 

산업생태계

ICT와 BT기술의 전문기술을 확보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진출로 시너지 창출 가능

파급 효과

건강 웰니스 관련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2020년까지 40만명

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 특히, 맞춤형 의료 산업은 ’20년에 5만7,575명의 고용을 유발할 전망

시장

잠재력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 증가에 따라 지속적 시장확대가 예상되고, 빅데이터·사물인터

넷 등 ICT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융합산업으로 발전 전망

✽ 전 세계의 재난안전/보안 시장은 연평균 5.4% 성장하여 2020년에는 4,9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창조적 

산업생태계

재난안전관리 산업생태계는 수요자인 기업 및 정부와 공급자인 중소·중견기업 중심

으로 구성되어 미래성장동력 추진 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직결

파급 효과

전자정보통신, 항공우주, 로봇, 나노, 바이오기술의 융합이 가능하고, 모든 산업과 연

관되며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

✽ 관련 산업 육성으로 향후 5년 간 5만1,2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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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 주도로 특정 산업에 치우치는 ‘성능향상 중심, 기술공급 중심의 전략’에서 벗

어나, 어느 분야에서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수요 중심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미래성장동력은 정부주도로 기술개발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육성되는 것이 아니다. 개발

된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되고, 태동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

은 중요하지만 결국은 민간이 자유로운 경쟁체제 안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

인 이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고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기술개발 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개선, 금융·세제 지원,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는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 제공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이 성장하기 위한 

시스템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탈 솔루션이야말로 아이디어-기술개발-산업

화-주력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미래성장동력 형성의 각 단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

을 미침으로써 미래성장동력 산업생태계를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할 가장 확실한 밑거름

이다.

셋째,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칸막이를 뛰어넘은 역량 결집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분야별로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토

탈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에 부처별 역할 중복이 있을 수 없고 

전담 부처가 있을 수 없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의 각 단계별 관련 부처들은 정부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조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부처별 실행계획이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 추진체계와 전략 하에 치밀

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민간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정부 지원의 성과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미래 신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시장의 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부처별 역할을 짜임새 있게 배분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부처별 실행계획은 잘 추

진되고 있는지, 그동안 국내외 시장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변화시켜야만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백 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세계은행이 가장 절망적 아시아 국가라고 했을 정도로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

의 기적을 일궈 낸 우리다.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한다면 경제

성장과 국민행복을 모두 거머쥘 ‘협력의 기적’을 못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 성공적인 창조

경제시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국민이 모두 행복해

질 2020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5.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제언

이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창조경제에 기반한 국민행복시대로 나아가기 위

해 발굴된 미래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우선 

모든 부처와 민간이 하나된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실

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올해 상반기에 마련될 예정인 ‘미래

성장동력 육성 실행계획’과 이후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몇 가지

를 짚고자 한다.

지능형 사물인터넷(IoE)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Everything)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
용되는 초연결(Hyper-Connected) 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폰·SNS·사물인터넷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대량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활용을 통
해 새로운 가치창출과 사회현안 해결

시장

잠재력

’13년에서 ’20년까지 세계시장은 연평균 26.2%(2천억불→1조불), 국내시장은 연평균 

33.3%(2조원→17조원)로 성장 전망

창조적 

산업생태계

스마트 디바이스 및 광대역 네트워크 확산으로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 환경으로 변화 

✽ Open API 및 개방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의 다양한 新서비스 모

델 실현 가능

파급 효과

사물인터넷은 사람·사물·공간·데이터 등 전 산업분야에 연관돼 국가·사회 현안해

결, 산업 경쟁력강화 등에 기여

✽ IoE산업 유발계수 : 생산(1.8678), 부가가치(0.6632), 고용(0.7643명/1억)

시장

잠재력

세계시장은 ‘13년 109억 달러에서 ‘20년 715억 달러로 연평균 32%의 고성장이 예상

되는 유망산업

✽ 국내 시장은 ‘13년 1.6억 달러에서 ’20년 10억 달러로 연평균 31% 이상 성장이 예

상되며, 이중 SW·서비스가 약 66%를 차지

창조적 

산업생태계

이동통신사·포털사 등 대기업과 데이터관리, 소셜 분석, 시각화 기술 등 분야별  

중소전문기업이 상생협력 가능하고 공공·민간 빅데이터 기반 벤처 창업이 활발한 

분야

파급 효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10조 7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약 5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12

13

✽출처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2014.2), “국민소득 4만불 실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토론회” 자료 및 관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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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23

210,303

226,168

250,626

275,986

82,077

88,554

93,509

95,750

96,916

20,950

24,318

26,235

28,800

28,822

2008 2010
2009 2011

2012

2.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현황

우리나라 연구원 수는 총 40만1,724명이며, 이 중 기업체 연구원 수는 27만5,986명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체 연구원 비중은 2009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비중은 2009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상근상당 연

구원 수(FTE, Full Time Equivalent) 기준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기업체 연구원 비중

은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OECD, 2013). 

[표 1]  연구개발주체별 연구원 수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성장률

기업체
197,023
(65.7)

210,303
(65.1)

226,168
(65.4)

250,626
(66.8)

275,986
(68.7)

8.8

대학
82,077
(27.3)

88,554
(27.4)

93,509
(27.0)

95,750
(25.5)

96,916
(24.1)

4.2

공공

연구기관

20,950
(7.0)

24,318
(7.5)

26,235
(7.6)

28,800
(7.7)

28,822
(7.2)

8.3

합계
300,050
(100.0)

323,175
(100.0)

345,912
(100.0)

375,176
(100.0)

401,724
(100.0)

7.6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현황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R&D InI

본 연구는 저자가 작성한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관련 정책 개선방안 보
고서(2013.7)와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
원의 현황 및 과제(2013.12) 보고서를 보완, 
발전시킨 것임

1. 서론 

과거의 추격형(Catch-up)에서 선도자형(First-mover)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적 역

량을 갖춘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애로 및 실패요인 

중에서 인력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회사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핵심인력 비중은 연구인력이 가장 크며(노민선, 2013), 대학원 졸업 이상 고급 인

력에 대한 신규 수요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고용정보원, 2012). 

그러나 중소기업은 보상, 숙련, 정보 측면에서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기존 인력의 이직률 또한 높게 나타난다. 중소기업 연구소의 90% 이상이 10

인 이하 소규모이며, 박사급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이

직률은 대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핵심인력의 이직으로 인

한 경영상의 피해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연구직과 기술직의 인력부

족률은 다른 직종에 비해 크게 나타나며, 인력의 부족현상은 대기업에 비해 심각하다(중

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13 ; 산업통상자원부, 2013). 뿐만 아니라 고학력 청년실업

의 증가로 인해 구직·구인난이 공존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으로 우수 연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직접 보조금 위주로 추진되고 있거나 다른 정책과의 연계방안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보조금 확대를 통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연구인력 확보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정책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본 후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02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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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으로 기업체 연구원의 78.4%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비중이 30.0%로 전체 평균(18.2%)과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원의 대부분인 90.9%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

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연구원은 1만19명으로 7.1%에 불과하다. 한편 서비스업에 종사

하는 연구원 5만270명 중 중소기업 연구원이 4만251명으로 80.1%를 중소기업이 차지하

고 있다.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에 따른 연구원 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업체 연구원의 72.1%가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의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

울과 비수도권 지역의 근무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연구원의 68.5%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68.0%에 비해 그 비중이 다소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비중

(30.1%)이 대기업(1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대기업은 서

울지역 보다는 인천, 경기 등 서울 이외의 수도권에 근무하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

는 60.3%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비중은 중소기업이 31.5%, 대기

업이 24.5%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표 4]  기업체 학위별 연구원 수(2012)

[표 5]  업종별 연구원 수(2012)

(단위 : 명, %)

(단위 : 명, %)

구분 박사 석사 학사 이하 합계

대기업
12,529
(8.8)

48,796
(34.4)

80,450
(56.7)

141,775
(100)

중소기업
6,092
(4.5)

26,278
(19.6)

101,841
(75.9)

134,211
(100)

합계
18,621
(6.7)

75,074
(27.2)

182,291
(66.1)

275,986
(100)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대기업
128,953
(90.9)

10,019
(7.1)

2,803
(2.0)

141,775
(100)

중소기업
87,393
(65.1)

40,251
(30.0)

6,567
(4.9)

134,211
(100)

합계
216,346
(78.4)

50,270
(18.2)

9,370
(3.4)

275,986
(10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3. 재가공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3. 재가공

우리나라 기업에는 2012년 기준 27만 5,986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중소

기업 연구원은 13만 4,211명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연구원 중 대기업 

연구원의 비중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중소기업 연구원 수는 2008년 이후 연평균 10.2% 증가하여 대기업 연평균(7.5%)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연구소는 2013년 12월 기준 2만7,154개로 전체 연구소의 94.4%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인 이하 소규모 연구소가 대부분이다. 2013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대기업

의 연구소 수에는 변동이 없지만 중소기업 연구소 수는 1년간 2,911개소 증가했다. 그러

나 이 중소기업 연구소들의 90.6%가 연구원 10인 미만의 소규모 연구소인 것으로 나타

났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학위별 현황은 2012년 기준 학사 이하 인력이 75.9%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박사급 인력은 4.5%에 불과했다.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의 

비중은 대기업이 43.3%로 중소기업(24.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박사급 인력의 경우 

대기업이 8.8%, 중소기업이 4.5%로 나타났으며, 석사급 인력의 경우 대기업이 34.4%, 

중소기업이 19.6%로 조사되었다.

[표 2]  기업체 연구원 수 추이

[표 3]  기업연구소 현황

(단위 : 명, %)

(단위 : 개소,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CAGR

대기업
106,007
(53.8)

108,136
(51.4)

120,105
(53.1)

132,004
(52.7)

141,775
(51.4)

7.5

중소기업
91,016
(46.2)

102,167
(48.6)

106,063
(46.9)

118,622
(47.3)

134,211
(48.6)

10.2

합계
197,023

(100)
210,303

(100)
226,168

(100)
250,626

(100)
275,986

(100)
8.8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기업
1,023
(6.1)

1,069
(5.7)

1,126
(5.2)

1,415
(5.8)

1,617
(6.3)

1,617
(5.6)

중소기업
15,696
(93.9)

17,703
(94.3)

20,659
(94.8)

22,876
(94.2)

24,243
(93.7)

27,154
(94.4)

합계
16,719
(100)

18,772
(100)

21,785
(100)

24,291
(100)

25,860
(100)

28,771
(10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총괄현황,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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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보·활용시 문제점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보상, 숙련, 정보수준의 미스매치로 인해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수준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중

소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초임연봉은 대기업의 83% 수준에 불과해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에 부정적 인센티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1)

에 따르면 박사급 연구원의 중소기업 초임 연봉은 3,720만원으로 대기업(4,479만원)

의 83.1% 수준이며, 석사급 연구원의 초임 연봉은 2,885만원으로 대기업(3,458만원)의 

83.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은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시 ‘임금, 복

리후생 조건이 맞지 않음’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은 입사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기업과의 급여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다. 2011년 기준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평균임금은 대

기업의 46% 수준에 불과했다. 

둘째, 연구인력 확보시 중소기업이 원하는 숙련도와 취업 시 연구인력이 갖고 있는 숙련

도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이 신입 연구인력을 채용한 후 느끼는 업무수행 만

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중소기업청, 2008). 중소기업청

과 중소기업중앙회(2013)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70% 이상이 신규인력 채용 시 2년 이

상의 직무경험을 보유한 숙련된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다. 

셋째, 수요자인 중소기업과 공급자인 연구인력 상호간에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짝짓

기 기능이 취약하다. 중소기업중앙회(2012)의 조사결과, 구직자의 53.2%가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구인정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으며, 학위수준이 높을수록 불

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인자인 중소기업의 경우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을 채용하

기 위해서 외부 취업사이트와 자사 홈페이지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인력의 높은 이직률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우수 연구인력의 

이직 현상으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위험과 기술 유출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2013)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무자 중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의 비중은 11.5%에 불과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2010)의 조사결과, 이공계 인력의 평균 이직률은 16.7%이며, 중소기업의 이직률

(16.8%)이 대기업(9.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52.0%가 최근 3년간 핵심인

력의 이직으로 인해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비수도권 소재기업(55.6%)이 수도권 소

재기업(49.1%)에 비해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노민선, 2013). 

[표 9]  중소제조업 인력채용시 선호 경력
(단위 : %)

구분 신규직원
경력직

(2~5년)
경력직

(5~10년)
경력직

(10년 이상)

중소제조업 27.3 64.2 7.4 1.1

소기업 27.5 63.9 7.5 1.1

중기업 24.9 68.9 5.5 0.7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2013

연령별로 살펴보면 기업체의 40세 이상 연구원 비중이 28.6%에 불과해 연구원 한계연령

이 40대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0대 취업자는 전체의 62.3%로 우리나라 경제

활동인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통계청, 2013)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20대 연구원 비

중은 2012년 기준 15.5%로 전년도의 16.2%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며, 대기업(20.4%)에 비

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86.8%가 남자로 조사되었

다. 기업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연구원의 86.5%가 남자이며, 대기업(87.1%)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다. 

[표 6]  지역별 연구원 수(2012)
(단위 :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비수도권 합계

대기업
21,549
(15.2)

85,439
(60.3)

34,787
(24.5)

141,775
(100)

중소기업
40,420
(30.1)

51,528
(38.4)

42,263
(31.5)

134,211
(100)

합계
61,969
(22.5)

136,967
(49.6)

77,050
(27.9)

275,986
(100)

구분 남성 여성 합계

대기업 123,489(87.1) 18,286(12.9) 141,775(100.0)

중소기업 116,102(86.5) 18,109(13.5) 134,211(100.0)

합계 239,591(86.8) 36,395(13.2) 275,986(100.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3 재가공

[표 7]  연령별 연구원 수(2012)

[표 8]  성별 연구원 수(2012)

(단위 : 명, %)

(단위 : 명, %)

구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대기업
28,871
(20.4)

76,608
(54.0)

30,798
(21.7)

5,246
(3.7)

252
(0.2)

141,775
(100.0)

중소기업
20,786
(15.5)

70,777
(52.7)

32,524
(24.2)

8,542
(6.4)

1,582
(1.2)

134,211
(100.0)

합계
49,657
(18.0)

147,385
(53.4)

63,322
(22.9)

13,788
(5.0)

1,834
(0.7)

275,986
(100.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3. 재가공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3. 재가공



32  33 

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15∼30세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대학졸업자에 대

해 최대 1년간 인건비의 50% 정도를 지원한다(YEP).

우리나라의 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정책은 기업부설연구소 1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

담요원을 대상으로 하며, 2004년도에 독일의 지원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입되었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신규인력(산업부), 고경력 인력(미래부), 학사 이하 인력(중기청) 등으로 부

처별로 지원대상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다.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은 전문연구요원제도와 더불어 연구인력 고용을 위한 대표적

인 지원정책이며,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노민선·김석필·이기종(2013)에 따르면 고급연구

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R&D자금 수혜기업에 비해 지원 이후 3년간 석·박

사급 R&D인력 채용을 1.4명 더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노닥터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연구·기술 경력을 보유하고 만 50세 이상인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연 1,800∼2100만원)를 지원하며,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은 중

소기업이 학사 이하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40%)와 직업능력개발비용(15%)의 

일부를 지원한다.

(2) R&D보조금 중 인건비 지원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의 R&D자금 지원 시 중소기업이 연구

인력에 대해 지출하는 직접 인건비를 연구비로 인정한다. 독일, 미국, 캐나다의 경우 직

접 인건비 전액을 연구비로 인정하며, 다만 영국의 경우 연구비로 인정하는 인건비를 1

일 386파운드로 제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별 R&D사업 추진 시 참여인력 인건비를 연구비로 계상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100% 현금계상을 허용한다. 

[표 11]  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현황

국가 지원 정책

독일
PKZ(1979-1987), ZF(1984-1987), ZFO(1990-1995), PFO(1992-1997), 
州정부 혁신보조자(Innovation Assistant) 프로그램

오스트리아 혁신보조자 프로그램(Innovation Assistant)

프랑스

CIFRE(기업 응용연구 프로젝트 담당 박사과정 학생 채용지원)(1981~ )
AIR(혁신채용 지원)(2010~ )
청년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Aide aux jeunes pour I'innovation)(2012~ )

캐나다
Industrial R&D Internship Program(IRDI)(2010~ ) 
Youth Employment Program(YEP)(2009~ )

한국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산업부, 2004~ ) 
테크노닥터 지원사업(미래부, 2006~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중기청, 2013~ )

1_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제14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

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연구인력 부족현상이 존재한다.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총 인원 대비 기술개발인력 비중은 14.9%(’07)에서 14.5%(’13)로 다

소 감소하였다. 중소기업 직종별 인력부족률은 기술직(4.06%)과 연구직(3.14%)이 기능

직(2.99%)과 판매직(2.85%)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13). 중소기업의 인력부족현상은 대기업에 비해 심각하다. 산업통상자원부(2013)에 따

르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3.9%로 대기업(0.5%)에 비해 7배 이상 높게 나

타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2.6%가 연구개발 활동

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우수 연구인력 부족’을 언급하고 있으며, 연구인력 

부족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3. 국내·외 연구인력 고용지원 정책 동향

(1) 고용보조금 지원 

연구인력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일정비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한국 등에서 고용보

조금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조금 지원은 197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PKZ)되었으

며, 독일 중소기업 지원의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7년까지 9년간 약 

32억 마르크를 지원하는 대규모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

업 수가 3분의 1 이상 늘어나고 3만8,000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증가하였다. 독일과 오스

트리아는 혁신보조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분야를 전공한 혁신보조자를 중소기업이 채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혁신보조자 프로그램은 주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CIFRE 프로그램은 기업에 채용된 학생이 해당 기업에서 대학이나 공공연구

소의 감독 하에 응용 주제에 대해 자신의 박사학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해

당 업체에 3년 동안 간접비를 포함해 최소 급여의 절반인 연 1만4,000유로 정도를 보조

금으로 지급한다. 198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까지 약 7천 개의 기업과 4천개의 연

구소를 통해 1만4,000여 명의 박사를 배출했다. 프랑스 정부는 AIR 프로그램을 통해 중

소·중견기업이 3년(중견기업은 5년)간 투자와 고용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과학자나 엔지

니어를 고용할 때 해당 인력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n°2012-

184 법령에 따라 종업원 1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26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할 때 해당 비

용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Aide aux jeunes pour I’innovation). 

캐나다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기업과 대학에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연구과제를 수행

하는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며(IRDI), 종업원 500인 이

[표 10]  연구인력 부족기업 비중
(단위 : %)

구분 부족 적정 많음 합계

2009년 52.0 44.0 4.0 100.0

2012년 65.1 32.7 2.2 100.0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인력 동향과 전망, 각연도



34  35 

政署)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구발전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석사 학위 이상의 자

로 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석·박사 연구인력이 군 복무를 대체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병역대체복

무제도는 1981년부터 시행되었다. 2013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인원배정을 중단하고 중

소·중견기업에 한해 T/O를 배정하고 있다. 

(6) 연구인력 고용정보 서비스

정부는「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알

앤디잡(www.RNDJob.or.kr)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기업 및 연구기관과 우수 연구인력

간 연결을 도모한다. 실시간 구인,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정보의 분석 제공 및 상담, 

R&D인력지원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인력 채용지원 강화 

첫째, 박사 연구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박사 연구인력

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 후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R&D세액공제 적용 시 두 배

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박사 연구인력 신규 채용을 통해 그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국가R&D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력 연구인력에 대한 고용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경력 연구인력에 대한 고용보

조금 지원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3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인력

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개편 시 경력인력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기

업 또는 연구기관 출신 경력 연구인력에 대한 DB를 구축·관리하여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매칭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2012) 조사결

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력직 인력의 1년내 퇴사율은 21.2%로 대기업(5.7%)에 비해 매

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추진 시 전략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의 고용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 신기술/신제품, 여성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업종에 대한 고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

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전략업종으로 지정해 가점을 부여하거나 소정의 T/O를 

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활용도 제고

첫째, 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시 고용유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조금 지원

시 기준 연봉의 일정비율을 인적자원개발 바우처로 지급하고 정부 지원금액을 상향 조

정할 필요가 있다. 지원인력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규 학위과정, 국내·외 학회 및 세미나 

참석, 기술경영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보조금 

 

(3) 연구인력 파견교류시 인건비 지원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는 연구인력 파견교류 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함으

로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연구인력의 이동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Researchers in Business 프로그램을 통해 매출액 1백만∼1억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고

용되어 있는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연봉의 50%(최대 5만 달러)

를 지원한다. 네덜란드에서는 CASIMIR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프로젝트 총 규모가 지원

규모보다 2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 프로젝트 당 교환 연구자 비용을 최대 10만 

유로까지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

에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인

력 급여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명까지 3년(최대 6년)간 지원한다. 주품소재 국제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4) 조세를 통한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기업이 연구인력에 대해 지출하는 인건비를 R&D 조세지

원 대상으로 허용한다. 프랑스의 경우 신규 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 및 사회보장적립

금에 대해 고용 후 24개월간 두 배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연구인

력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연구인력에 지출하는 인건비를 R&D조세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인건비의 일부를 연구인력의 소득세에서 비과세한다. 일반 R&D활동 기준으로 대기업은 

인건비의 3∼6%,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시행령 별표6).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전

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해 지출하는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중에서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에서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5) 병역대체복무제도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우리나라와 대만에서 추진하고 있다. 대만

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도와 유사한 체대역(替代役) 중에서 연구개발 인력을 대

상으로 한 ‘연구발전 체대역(硏發替代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법 근거를 부여

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한국의 안전행정부에 해당하는 內政部(役

[표 12]  R&D보조금 중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현황

국가 지원 정책

독일 ZIM(Central Innovation Program)

미국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BIR)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STTR)

캐나다 Tri-Agency Financial Program(CIHR, NSERC, SSHRC)

영국 The SMART Program

한국
산업통상자원 기술혁신사업(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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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인재양성 
현황 및 발전방안

심정민 KISTEP 부연구위원

김치용 KISTEP 선임연구위원

R&D InI

1. 창의인재 왜 중요한가?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다. 

지난 40년간 추진해 온 추격형 경제전략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

로 하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하겠다.

 ICT라는 토양에 톡톡 튀는 상상력과 전문적인 과학기술의 씨앗을 심자는 취지의 창조

경제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핵심 패러다임으로 그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제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창조경제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창조경제의 주창자인 영국의 존 호킨스는 지식·정보 사회가 객체인 지식·정보에 중점

을 둔 반면, 창조경제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강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라고 말한다. 

즉,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만족을 모르는 질문’을 갖춘 창조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존 호킨스는 학교는 학생들이 좋은 질문을 던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나가도록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을 격려해야하며, 사회는 개개의 창의

인재들이 발휘하는 상상력과 꿈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 환경을 제공해야한

다고 주장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이제 한사람의 개인이 국가적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살

려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창조경제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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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은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는 연구인력의 역량개발

이나 장기근속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민선과 이희수(2012)에 따르면 고급연구

인력 활용지원사업(고용보조금) 참여인력의 66.4%가 지원기간 종료 이전에 퇴사하여 전

문연구요원제도(병역대체복무)의 4.5%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

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효과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고

용보조금을 받은 근로자가 보조금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대체하여 순고용효과가 발생하

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고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기존 인력을 감원시

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인력의 채용 또는 파견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연구인력 고

용을 증가시킨 경우에 한해 2, 3차년도 계속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당 비용을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

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율은 25%로 지원규모가 최고 수준이다. 

셋째, 출연(연)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인력 파견지

원을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

지원연구직 제도는 우수인력 파견이라는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지속

적 양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신규 채용하는 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해서

는 3년 이상 근무 시 기업파견을 의무화하고 승진 심사 시 기업파견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인력 고용지원의 효율성 제고 

연구인력 고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이공계 인력 간의 중개·

알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는 설치·운영의 근거 법령에 따른 

역할 중 일부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사이트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게 나타난다. 특별

법상 명시된 이공계 일자리 지원정책의 서비스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 개편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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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인재가 처한 현실, 그 모습은? 

모두가 창의인재를 창조경제의 핵심요소로 평가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상 우리 사회에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융합형 창조인재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

렵다. 2013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창조경제 인적자본 역량지수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인적자본 역량지수 순위는 22위로 국제평균인 7.3보다 낮은 6.5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상

<그림 3>  주요국 창조경제 인적자본 역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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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1개국 기준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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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위(31개국 중)

중심에는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있으며, 창조경제시대의 국가 혁신 역량은 ‘창의인재’ 육

성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창의인재의 수요자인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도 전문성,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상공회의소(2013)가 발표한 매출액 상

위 100대 기업 인재상을 살펴보면 S(전문성, Specialty), U(창의성, Unconventionality), 

P(도전정신, Pioneer), E(도덕성, Ethicality), R(주인의식, Responsibility)을 주요역량으로 

꼽고 있다. 또한 전경련 조사(2013)에서도 응답자의 70%가 창조인재 채용에 관심을 갖는 

등 창의인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과연 창조경제에서 필요한 인재상은 어떠할까? 과거의 추격형 경제에서는 성실하고 조

직에 순응적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가 이상적으로 여겨졌다. 하지

만 창조 경제에서는 문제발굴 능력, 도전 정신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맞

춰 이상적인 인재상 또한 변하고 있다.

학자들 또한 창의적인 미래인재의 요건 및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노베이터의 탄생’으로 유명한 토니 와그너는 21세기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①비판

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②협동심 및 영향력 있는 리더십 ③적응력 ④이니셔티브 및 기

업가 정신 ⑤효과적인 발표력 및 작문실력 ⑥유용한 정보 탐색 및 분석능력 ⑦호기심과 

상상력을 제시하였으며 젊은 이노베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3P(놀이, 열정, 목

표)이며 이를 위해 교육은 창조를 견인하기 위한 협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evisited’을 제시한 리차드 플로리다는 창조적 과정에 

종사하는 창조 클래스는 ①개성 ②도전정신·능력주의 ③다양성·개방성을 중시한다고 

하였으며, 톰 피터스 (Tom Peters)는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한마디로 ‘슈퍼인재’이며 이는 

‘괴팍한 생각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괴짜’라 정의하였다.

 환경적 변화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창의인재가 가져야 할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

의 다섯 가지 ①꿈, 끼 ②융합, 전문 ③도전 ④글로벌 ⑤평생학습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인재상은 다음과 같다. 

과거(추격형 경제) 미래(창조경제)

•  성실, 순응, 노력, 책임감, 성과창출 

중요

•  경제성장에 따른 인력의 수요증대에 

따라 양적 위주의 인재정책 추진 (고

등교육 확대)

•  교육과정을 통해 보편적 인력(획일화

된 인력)을 양성

•  인재상(Ⅰ형) :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가진 전문가형 인재 지향

•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도전정신 

필요 

•  아이디어, 문제창조, 집단지성, 이니

셔티브 및 기업가 정신, 적응력 중요 

•  인력의 질적 제고 및 활용 강화

•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육 외적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인재 양성 

•  인재상(융합형) : 내외적 창의적 자산

을 융합할 수 있는 인재 지향

<그림 1>  창조경제시대 인재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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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생으로 고졸 학력에다 나이트클럽 DJ 출신인 조이 이토(46) 매사추세츠 공과대

학교(MIT) 미디어랩 연구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한 말이

다. 이처럼 초중고 단계의 교육은 상당히 폐쇄적이며 경쟁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과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키우는데 환경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대학이나 대학원 등과 같은 고등교육에서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기엔 교육의 

질적인 면과 환경적 부분이 미흡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진학률은 1980년 27.2%에서 

2011년 72.4%로 급속한 양적성장에 따른 ‘보편형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세계 대학평가 결과(QS 세계 대학 평가)에 따르면 100

위권 내에 포함되는 국내 대학은 3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내 대학들은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사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로 인해 공공부문의 투자도 OECD 국가들 중 

저조한 편에 속한다.

또한 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 및 대학교육의 질도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대

학교의 학부교육에 대한 경제사회요구 부합도는 세계 57개국 중 39위로 조사대상 국가

들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표 3]  재원별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비율 및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8)

구분

GDP대비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비율(%)
고등교육단계학생1인당 공교육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학생1인당

공교육비4)

국민1인당GDP대비학생

1인당공교육비비율5)

OECD평균 1.5 1.0 0.5 13,717 41

한국 2.6 0.6 1.9 9,081 38

캐나다1),2).3) 2.5 1.5 1.0 20,903 54

핀란드 1.7 1.6 0.1 15,402 41

프랑스 1.4 1.2 0.2 14,079 41

독일 1.2 1.0 0.2 15,390 41

이탈리아3) 1.0 0.8 0.2 9,553 29

일본2) 1.5 0.5 1.0 14,890 44

영국 1.2 0.6 0.6 15,310 42

미국 2.7 1.0 1.7 29,910 64

✽출처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www.oecd.org/edu/eag2011).

1) 2007년도 자료임.

2) 중등후기고등교육이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단계)과 고등교육에 모두 포함 됨.

3) 국공립 교육기관만 해당됨(캐나다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에, 이탈리아의 경우 유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

4)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경상비+자본비)/학생수}/PPP 

5)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 (학생 1인당 공교육비/국민 1인당 GDP)"X"100

그럼 구체적으로 창의인재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자. 

첫째, 초·중·고 단계부터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래의 목적인 창의적 사고를 배양하기보

다는 특목고 등 좋은 학교나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런 경쟁위주의 교

육환경에서 기인한 사교육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2012년 사교

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약 70%에 이르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의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중고 평균 23.6만원으로 사교육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

여준다고 하겠다. 

학교 교육은 객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창의적 체험이나 진로교육 

등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상당히 단편적이고 입시와 연관되어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 국가중 최상위권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PISA, ’09))이지만, 정작 학업 흥미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초4 : 23%, 중2 : 8%(TIMSS 2011, 수학 분야)) 

"유치원에서는 놀이에 집중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탐험할 시간을 주지만 학교에 가면 

구조화되고 틀에 맞춘 공부가 진행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융통성 있

게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가 나오기 어렵다. 한국 역시 비슷한 아시아 문화와 교육 시스

템을 갖고 있다." 

[표 1]  2012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2013)

구분

총 사교육비

(억원,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사교육 참여율

(%, %p)

2011년 2012년 증감률 2011년 2012년 증감률 2011년 2012년 증감차

전체 201,266 190,395 -5.4 24.0 23.6 -1.7 71.7 69.4 -2.3

초등학교 90,461 77,554 -14.3 24.1 21.9 -9.1 84.6 80.9 -3.7

중학교 60,006 61,162 1.9 26.2 27.6 5.3 71.0 70.6 -0.4

고등학교 50,799 51,679 1.7 21.8 22.4 2.8 51.6 50.7 -0.9

주 1_ 사교육비 범위는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임
주 2_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교 전체학생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임

[표 2]  연도별 학업성취도 결과(PISA)

연도 읽기 수학 과학 문제해결력

2000 6 2 1 -

2003 2 3 4 1

2006 1 1 7 -

2009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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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몰리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자리 미스매치 및 청년실업을 야기하고 있다. 경

제성장률 대비 고용창출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어 청년층의 수요 및 양질의 일자리는 감

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경험하는 등 중소일자리 미스매치가 심

각하다. 이는 기업이 희망하는 채용조건(실제임금)과 청년층이 희망하는 눈높이(최소요

구임금)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런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청년 취업자의 직업의식 약화를 들 

수 있다. 학벌위주 사회에서 부모는 번듯한 직장을 자리잡기를 원하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자식을 데리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타 선진국에 

비해 일의 흥미보다는 경제적 보상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높은 편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경험한 일부 청년층들은 재학기간을 늘려 졸업을 연기하거나 진학을 선택하는 등 취업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경우도 쉽지는 않다. 평균수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은퇴시점은 빨라지고 있다. 또한 미래 산업의 출현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전환교육지원체제가 미흡한 편으로 대기업에 비해중소기업은 교육훈

련제도의 보유 비중이 낮아 교육훈련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산학연 협력도 유연하지 않은 편이다. 지식의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연간의 자유로운 인

력이동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나 잘 되지 않으며 재직자의 산·학·연 이동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증가 및 청년실업의 대안으로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창업보다는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패를 용

인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창업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화, 고령화 등 환경적 변화에 따라 그간 미활용된 인력의 활용이 중요

하나 아직까지 이들의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 증가로 고급 인력

의 순환문제(Brain Circulation)가 대두되면서 한국 유학생들의 두뇌 유출이 심화되고 있

으나 제도상의 문제 및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도 저하로 인해 고급인력의 유치는 쉽지 않

은 상황이다. 

또한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은 지속되고 있으며, 유리천장으로 인해 여

성의 고위직 진출은 여전이 낮은 편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데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표 4]  청년층 유보임금과 실제임금의 비교

구분
일반대졸 전문대졸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실제임금 1,726 2,199 1,196 1,617

최소요구임금 2,004 2,949 1,459 2,623

총족률(실제요금/최소요구임금) 86.1 74.6 81.9 61.6

✽출처 SERI(2010),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학교육 혁신방안

사회적으로 고급인력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석·박사 인력의 수요와 양이 증가

하고 있지만 대학은 여전히 대학원 보다는 학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박사과정생

의 경우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학업환경은 고등교육

과정의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충실할 수 없게 하고 결과적으로 박사학위자의 질적 저

하로 연결되고 있다. 

셋째, 고등교육의 증대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균형도 창의인재의 육성을 어렵게 하는 문

제점 중 하나다. 대학은 하나의 안정적 직장을 준비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학생들

은 기초역량보다는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 고용이 어려워

짐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그 원인은 ①청년층의 고학력화 ②양질의 일자리 감소 ③일

자리 미스매치 ④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및 직업의식 약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높은 대학 진학률은 대기업, 공공부문 등 한정된 양질의 일자

<그림 4>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요구 부합도(IMD, 2011)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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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연도)
주_ 설문문항: University education meets the needs of a competitive economy

<그림 5>  국내 대학원생의 학업전념 필수 요소(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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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_ 연구지원인력, 연구행정업무 보조, 실험기기관리를 수행할 행정지원인력, 테크니션 등

(단위 : 만원/연, %)



44  45 

첫째,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

교는 창의성의 발현 공간이 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

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예술, 체육, 독서 교육 등을 강화하

는 한편, 상상력을 키워주는 체험·탐구 교육이 활성화 하고자 한다. 이것의 하나의 세부

협엽과제로 학교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상상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학교 내 무한상상실

인 ‘다빈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다빈치 프로젝트’는 학교가 창의성 발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구축하여 교육현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그 실현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진로탐색이 필요하

나, 학교 교육에서는 진로와 학습이 제대로 이루지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다

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우수학생의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미래 과학기술 및 ICT 분야 신직업 정보 

제공, 미래 유망 기술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운영, 과학기술 인재 분야 우수모델 

발굴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

다. 2014년에 설립·운영되는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는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될 창

의적 학생들이 이공계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공계 미래 유망 직업군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등 진로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 지자체 및 한국고

용정보원의 진로시스템과 연계·활용해 상시 전문 진로 상담을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

 

둘째, 통섭적 사고 강화를 위한 융합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단순

한 업무능력 향상이 아닌 창의적 문제해결 및 문제 창출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학문 영역간 협업 및 교육을 활성화하여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9>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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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인재를 키우기 위한 정책방향 및 변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우리나라는 창의인재를 키우기 위한 토양이 제대로 마련

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창의인재가 키워질 수 있을까? 

이런 창의적 인재 양성에 비친화적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미래부

는 2013년 8월 교육부 등 관계 9개 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

안’을 발표하였다. 창조인재가 생애주기별로 핵심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 속 세부과제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

을 보내는 교육현장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방안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한국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8>  다빈치 프로젝트

<그림 7>  연령-학력별 고용율

OECD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
64

80
(%)

70

60

50

40

30

20

0

10

한국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
64

90

70

80

60

50

40

30

20

0

10

전문대졸

여성들의 연령별, 학력별 고용율(%)

고졸

중졸 이하

대졸 이상

✽출처 LG경제연구원(2011), 인재전쟁시대, 여성인력이 대안이 되려면

공간 조성 및 기자재 비치

교과·비교과 연계
상상력 UP프로그램

전문 강사 활용

• 미래형 과학교실 등과 연계·확대

• 스토리텔링, 아이디어클럽

• 상상과학교실

• R&D, I&D

• 전국 무한상상실 전문인력연계 활용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연계활동

학교안 무한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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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도전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업 친화형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등과정부터 기술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술창업교육패키지’를 개발해 중등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

고 및 국내외 과학기술전공자들의 창업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한다. ’13년 2

학기부터 시범 적용된 ‘기술창업교육패키지’는 학생 발명교육 확산과 발명교사의 전문역

량을 강화하는 한편,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가진 기술을 통해 새로운 아이

템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대학의 창업 강화를 위해서는 창업기업 인턴십, 학교기업 육성, 멘토링, 기업가 교

육, 산학협력중개센터 등 교육 및 창업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 미래부, 

중기청은 문화(저변확대), 교육(인재양성), 인프라(제도기반)의「창업교육 진흥 5개년 계획」

수립·발표하여 창업교육을 지원한다. 청년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대학 내 창업 지원 프

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부처 연계형 거점별 창업지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창업선도대학

에는 사관학교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완결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생의 창업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대학 창업동아리 학생의 창업기업 인턴십을 추진하

고 ICT 창업 멘토링을 신설하여 팀 대상으로 기술·창업·특허 멘토링 및 비즈니스 역량

을 교육한다. 또한 산학협력중개센터를 신설하여 대학 기술사업화를 강화할 것이다. 

<그림 10>  열린 아카데미 프로젝트

IP-Meister 프로그램 (우수사례)

●  ’11년 선정된 아이디어 20건 및 ’12년 선정된 아이디어 30건 모두 특허출원, 이중 4건*은 협

력기업에 기술이전 성과

 * 상산전자고 학생팀이 새실산업에, 울산마이스터고 학생팀 3팀이 JM모터스에 기술이전

 →  협력기업은 기술이전의 대가로 장학금 지급 및 채용약정, 새실산업은 학생팀 아이디어를 

상용화 후 얻게 되는 수익의 일부를 학교에 기부 예정

 

현행 개선

강의자 주도
수동적 학습

강의

2

강의

1

숙제
문제풀이

학생 주도
능동적 학습

오프라인

(토의 및

(실습)

온라인 학습

(fact 위주

지식습득)

▶추진계획 온·오프라인 융합형 교수-학습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열린 아카데미 활성화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부터 융합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창조산업 맞춤형 융합인재를 하여

야 한다. 연구주제 중심으로 대학·연구소 인력과 교류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일반고까

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융합콘텐츠 개발 및 교사교육을 통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 

미래의 언어인 SW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영국 및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SW를 어

린 학생들부터 가르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력·논

리력을 배양하고 문제발굴역량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주요 협업과제

로서 ‘SW 마이스터고 육성’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SW교육을 받고 단순한 코딩교육이 아

닌 알고리즘을 배우고 논리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학과간 장벽이 높은 편이다. 대학과정에서는 융합교육을 위해서

는 우선 학생들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과학기술에 투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에 인문소

양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온라인 공개강의를 활

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MOOC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오픈 코스웨어가 활발히 추진되

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열린 강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학 강의의 질 향상 및 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공개강의를 활용하여 자

기주도적으로 학습·토론하는 ‘열린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를 오픈 코스웨어로 학습하고, 플랫폼을 통해 학습이력을 누적 관리하며 학점은행

제와 연계하여 학점인정까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필요한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역량을 기르고 창의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

기 주도적 학습과 양질의 대학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딩 교육 관련 해외 사례

●  (영국) 총리는 5세 초등학생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코딩과 알고리즘을 교육할 것을 강조, 이

러한 교육이 향후 미래 영국 번영의 핵심이라고 강조(7.8)

 -  모질라, 페이스북, O2 등 대기업들과 “Make Things Do Stuff” 캠페인을 전개, 10만명 학

생들에게 웹, 게임, 디지털 패션 등 디지털 교육훈련 제공

●  (미국) 학생들의 소프트웨어(코딩) 교육을 진작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코드닷컴’(code.org)

을 창업(파르토비 형제, 벤처투자자) 및 활성화(Every student in every school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to code 캠페인 추진)

 

오픈 코스웨어 사례

●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 인터넷이 연결된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있어 대

규모 인원의 인터랙티브한 참여를 도모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 스탠포드, MIIT 등 유수 대학

의 콘텐츠 제공으로 190개국의 16만 명 수강

●  칸 아카데미(Khan Academy) : 미국의 비영리 교육 동영상 사이트로 ‘언제든, 누구에게든 훌

륭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양질의 콘텐츠를 도입하여 워싱턴시 학교 학생들의 수

학성적 향상에 성과를 얻는 등 공교육과의 접목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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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창의인재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장려하고 존중하는 열린 문

화의 조성의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육·고용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

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고 일 중심의 교육과정을 발굴해 일과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이 기존의 스펙 대신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기업에 보급하고, 열정과 잠재력으로 인재를 

선발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 등을 통해 능력 중심의 교육·고용문화

를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창조경제 철학 확산을 위해 문화형성 및 다양한 아이디어의 실현공간을 신설·확

대하여 국민의 상상력을 제고하며, 우수사례 및 롤모델을 발굴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함

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에 상상-도전-창업문화 및 3초(학과-스펙-

국경 초월) 중심으로 사회문화의 재편하고자 한다. 국민 공감대와 창의성 고취를 위해, 

「창조경제문화운동」추진 및 「창조경제 종합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또한 무한상상실이나 창조공작플라자와 같은 전 국민의 상상력 실현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창동주민센

터, 광진정보도서관, 목포공공도서관 등 6개는 시범운영 중이다.

5.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창의인재 육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정부의 ‘창의인재 육성방안‘은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되어줄 미래 창의인재 양성에 훌륭

한 촉매제로 작용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우리의 교육환경이 창의적 사고를 저

하시킨다는 오명을 벗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현장에서 

지속적 추진 및 보완이 없이는 좋은 방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상기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수반되어야 하며, 관련부처들

의 협조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획 수립시 미래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들은 상호 긴

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반기별 상시점검 등과 같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

하여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창업교육 진흥 5개년 계획 등 후속

계획들도 차례차례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신규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창의인재가 지속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 가장 기반

이 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초중고 교육의 내실화 

및 입시제도의 변화다. “창조적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이 날줄이라면 창조적으로 생

각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모색이 씨줄이다.” 루트번스타인 부부

는 저서 「생각의 탄생」에서 창조적 사고와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시스템의 관계를 

날줄과 씨줄의 관계로 묘사했다. 이처럼 창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

는 교과과정의 구성과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ICT라는 기반에 상상력과 전문적인 과

학기술의 씨앗을 심자는 창조경제의 기본 취지로 돌아가면 나날이 과학교육의 비중이 

줄어가는 현 교과과정의 흐름은 정부의 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형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그 근본이 되는 과학기술교육 혁신과 교과과정 내에서 

그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은 ‘창의인재 육성방안’과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과학교육법’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가까운 미래에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인재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육성되어 융합적

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을 통해 국가 역량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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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창의인재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 인력의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인재의 글로벌 창업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인턴십 및 취업 

등을 통해 해외 통용성 및 현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K-Move」 및 전문

대 ‘세계로 프로젝트’이 추진 중에 있다.

「K-Move」는 청년층의 도전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멘토링 및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

고 해외일자리를 발굴하며 통합정보망 구축 등을 지원한다. 향후 정부해외인턴사업과 연

계하여 연간 3,000명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취업을 강화할 것이다. 전문대 ‘세

계로 프로젝트’는 전문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해외 한국산업체 근로자에게 맞춤형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인재의 활용을 통해 다양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과학벨

트를 중심으로 세계 Top 과학자를 유치하고 국내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유치하는 국제장학사업의 예산 및 선발인원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해외 우수연구인력의 유치를 위해 국제연구인력교육사업 및 해외인재 스카우트 사

업 등도 지속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력을 위한 평생학습기반의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아무리 창의성 높은 인력이라도 지속적인 자기계발 및 역량 

제고는 필수라고 하겠다. 이에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나 교육받을 수 있는 학

습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요소 중 하나라 하겠다. 

학위취득과정을 개편하여 구직에서 재직 단계까지의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평가 인증

하여 학점 인정을 확대·개편한다. 고졸 근로자 등이 산업현장에서 배우며 학점을 취득하

고, 전문·희소분야를 재직자 특별전형 선발 등을 통해 내실화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학점인정체계의 기반 위에 전문대학의 일부를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여 비학위·

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사학위 보유자뿐만 아니라 고숙련 기능 인력 등 동등 자격

을 가진 자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평생직업교육대학

이나 산업기술명장대학원 등을 통해 구직자 및 재직자의 학위 취득 경로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수반될 것이다. 또한 독일 도제, 미국·영국 견습제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한국 여건에 맞도록 설계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없는 역량개발 및 활용도 중요하다. 미취업자의 취업 및 창업능력을 개발을 지

원하는 한편, 재직자 향상훈련 및 퇴직 예정자의 재교육을 위한 중장년 아카데미(‘멘토

링-직업훈련-채용’ 패키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력단절된 여성의 역량제고 및 여성 유

망직군을 개발하여 도입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협동조합은 그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

자리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는 해외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다.

협동조합 정부지원 사례

●  캐나다(CDAP) :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협동조합이나 신규협동조합에 대해 최대  

1만 달러까지 지원(Cooperative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  미국(지역사업·협동조합지원국) : 지역단위 사업기획, 기술지원, 자금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공적 또는 사적 지역기반 사업체와 제휴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교육자료 

제공

●  호주(CARDS) : ‘협동조합과 지역개발전략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목표 

지원(Co-operative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50  51 

의 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평가제도 유사한 점이 많다. 첫째,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 둘째,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점수화하여 최종

적으로 등급화 한다는 점 셋째, 연구기관의 고유임무를 고려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

한 뒤 소관부처에 경영성과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점 넷째,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경

영개선을 위한 후속조치(차등예산지원, 성과연봉, 능률성과급)를 시행한다는 점 등이다. 

이에 본고에서 제시하는 공공기관의 평가제도 개선방안은 향후 R&D 연구기관 평가제도

의 발전에 있어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공공기관의 평가제도 분석

(1) 평가의 개요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란 조직단위 또는 사업활동 별로 달성한 성과가 전체 

또는 단위조직별로 부여된 미션 및 목표와 비교하여 조직 및 사업활동의 효과성, 능률

성, 대응성, 적시성 등이 어떠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  평가는 성과를 가시

화하여 객관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함으로써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

로 사용된다. 따라서 명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평가기준은 대표성, 정확성, 반복성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대표성은 평가 항목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며 평가주체는 

평가대상 및 평가기법에 관한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둘째, 정확성은 평가의 목적과 가치

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 반복성은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른 차별이 나

타나지 않고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반복 평가 시에도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평가는 단일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계량지표(양적요소)와 비계량지표(질적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계량지표를 통한 정량적 평가는 목적(Input) 대비 실적(Output)을 

측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최근에는 단순한 실적평가 뿐만 아니라 결과물이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하기도 한다. 반대로 비계량지표를 적용하는 

정성적 평가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System)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평가한다.

 

1_ 박경귀,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 활용의 유

의점”, (2001), 1쪽.

<그림 1>  두 가지 개념의 평가지표

Input 시스템

Output/Outcome 시스템개선/성과개선

정량적 평가 관점

계량 지표 VS

정성적 평가 관점

비계량 지표

“목표 대비 실적은 무엇인가?” “목표 대비 실적은 무엇인가?”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평가제도에 대한 고찰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1. 서론 

공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새로운 정책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구

상에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고 정부는 이러한 정책기조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러한 정책흐름에 따라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평가제도

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간 공공기관의 평가제도는 다양한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성과중심의 일원화된 평가제도로는 공정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효율적인 평가제도 확립을 목표로 현행 평가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먼저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의 개념을 정립한 

후 공공기관의 평가제도를 분석하였다. 이후 해외 선진국들의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살펴

본 후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해외사례

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발전양상은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인 

R&D투자에 대비 낮은 논문 피인용 지수, 선진국 대비 낮은 R&D효율성, 특허 등 주요 성

과의 영향력 지수 기준미달 등과 같이 저조한 질적 성장이 문제화되면서 R&D 효율성 제

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질적·성과관리 강화가 중요해지는 추세다. 특히 R&D 연구기관

R&D InI

04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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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의 주관아래 매년 실시한다. 각 기관에서 전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

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이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확정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관 평가를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평가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평가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주요사업 범주는 주요사업

별로 구분하여 비계량 또는 세부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주요사업의 계획·활동·성과

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의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문제인식과 평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재 공공기관의 평

가제도에 대해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성과 위주의 평가시스템 

공공기관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의 활동

<그림 2>  평가범주 및 평가지표의 구성체계

• 리더십   • 책임경영   • 국민평가   • 사회적기여(사회공헌, 정부권장정책)

• 업무효율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  재무예산관리 및 심사 
(재무예산관리, 재무예산성과,  
계량관리업무비)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기금운용관리, 기금운용성과,  
계량관리업무비)

•  보수 및 성과관리 
(보수 및 성과관리, 총인건비 인상률)

• 노사관리

• 주요사업 1(계획·활동·성과)

• 주요사업 2(계획·활동·성과)

•  주요사업 3(계획·활동·성과)

•  주요사업 4(계획·활동·성과)

•  주요사업 5(계획·활동·성과)

※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리더십·책임경영

경영효율 경영효율

기존에는 평가의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정량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

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단순한 수치의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정성적 평가의 유용성, 필요성, 가능성 등이 부각되기 시

작했다.

2. 공공기관의 평가제도 2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통칭하는 말로,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기관 유형 구분기준에 따

라 평가유형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4년이다. 이후 공공기관 

운영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다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3 

현재 공공기관의 평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

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

적으로 공운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기획

2_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013)

3_ 김철외 1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실체

와 문제점”,「사회공공연구소」(2009)

[표 1]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표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

구분 내용

공기업

공기업 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등을 주

요업무로 하는 대규모 기관

공기업 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특정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

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

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에

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50인 미만인 기관

도입단계

(1984~1998)
실질적인 시작

(1999~2004)
확산단계

(2005~2007)
체계화단계

(2008~2010)
정체단계

(2011~2013)

•  경영평가제도의 도입  

시기

•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사후 책임성 강화

•  운영체계의 변화

•  정부산하기관까지 경영

평가확산

•  공운법제정에 따른 경영

평가제도 통합

•  실제 평가내용의 큰 변

화없음

•  일부 세부평가 항목이 

변경되었으나 큰 흐름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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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 하에서는 성과지표 선정의 타당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만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편향 구성된 평가단

현재의 평가제도는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단의 구성이

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매년 임시로 선출되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은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평가단

이 경제·경영·행정학 분야의 교수 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평가가 이론적이며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고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평가위원의 선입견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는 평가

결과의 일관성 부족과 평가위원 간 상이한 평가 등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5)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의 결여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아래 평가유형군내의 피평가기관 분류체계가 빈번하

게 바뀌는 사례가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바꿀 수는 있으

나 상대평가인 현 평가체제에서는 기관에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상

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집행기관들이 독점적인 위치

에 있는 이상 비교대상이나 벤치마킹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우수기관’을 벤

치마킹하려다 오히려 해당 기관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을 외

국의 사례들은 보여주고 있다.(정상준, 2005: 41) 올바른 성과관리는 기관의 발전과 정확한 

평가로 이어지므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요구된다.

(6) 과도한 평가수행 비용

평가수검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예산, 기간이 투입되고 있다. 한 예로 평가를 위한 실적

보고서의 분량이 많이 업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피평가기관 입장에서 보면 

인력의 비효율화와 막대한 예산 및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간소화하기 위

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3>  경영평가단의 구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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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재설계 최종 보고서” (2007)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 직업 비율 추이 경영평가단 교수 전공 비율 추이

들이 많고, 각각의 기관들이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는 업무들이 많아 성과나 생산성 측정

에서 근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정상준, 2005: 39).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 평

가제도는 이러한 사항들은 간과한 채 단순한 성과 측정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평가대상 

기관들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평가지표와 그것의 가중치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잘못 설정된 평가지표와 가중치는 평가대상기관의 업무

수행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고, 기업의 목표가 되는 비계량

적이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들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기 쉽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기

관의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Van Thiel&Leeuw, 2002; 정상준, 2005). 

 

(2) 동일한 평가지표 적용 

‘08년 평가에서부터는 ‘리더십·전략(계획) - 경영시스템(집행) - 경영성과(결과)’의 지표

체계를 구성하여 정량평가(계량지표)와 정성평가(비계량지표)를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였

다. 이렇게 혼합된 평가방법은 기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포괄적인 정보를 얻는데 의의

가 있으므로 지표 간 강한 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과 집행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나 경영성과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표 간의 연계성이 약한 데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측정결과에 대한 타

당성 결여와 정확한 성과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평가지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계량지표

의 경우 평가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거나 일괄적인 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측

정의 한계 및 지표 산식에 따른 득점 변동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다. 비계량지

표는 평가위원의 주관에 따른 평가기준의 모호성, 평가내용의 중복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김현우(2005: 13)는 평가 지표체계에 대해서는 첫째, 과연 그 내용이 정부와 공공부문의 

발전과 혁신을 담보하는 시도인지 둘째, 공공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 도출

한 평가방안인지 셋째, 평가의 개념, 목적, 접근법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각 지표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계성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3) 평가결과의 왜곡

기관의 노력과는 별개로 외부환경에 의해서 또는 성과지표와의 적합성이나 낮은 목표치 

설정으로 인해 성과가 향상되거나 저해되는 등 평가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특히 현행 
4_ 이오 외 1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

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감사연구원」(2010)

[표 3]  공기업 경영과정 지표

구분 리더십/전략(계획) 경영시스템(집행) 경영성과(결과)

점수
14.17(1.40)

[70.85]
24.23(2.07)

[69.23]
37.61(3.71)

[83.58]

상관관계

리더십/전략(계획) 1

경영시스템(집행) 0.858*** 1

경영성과(결과) -0.109 -0.0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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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평가기관과 위임조건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이때 평가기관은 각 부처와 독립적으로 

설립되며 각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등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독립

적 평가를 수행한다. 

영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

며 예산절감과 우수한 성과를 지향하기 위함이다. 특히 대처 총리는 ’79년 취임 이후 지

속적으로 공공분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수가 증가한 비부처 공공기관(NDPB)을 

과감하게 개혁하였으며 뒤를 이은 메이저, 블레어 총리도 지속적으로 공공분야의 개혁

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공공기관 개혁작업은 기관에 대한 감독과 평가의 중요성을 부각

시켜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 정부기능이 대폭 분리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설, 재정 지

원, 성가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 공공서비스 평가에 사용되는 기준은 기존의 투입(input), 산출(output), 효율성

(efficiency) 중심에서 탈피, 최근에는 궁극적 성과(performance or outcome)와 최종수요

자에게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delivery)되는가로 옮겨지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측정지표

는 총리실과 재무성이 작성한 기본 평가지침과 주무부처에서 작성한 평가코드를 참조하

여 평가기관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는 대체로 5년마다 시행하는데 평가기

관은 주무부처에 평가결과를 통보(일부는 의회에도 보고)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는 예

산과 연계된다. 즉 재무성은 총리실과 공동으로 평가 관련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주무부

처를 통해 공공서비스성과계약(PSA)을 체결함으로써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추진한

다. 그리고 평가결과가 좋은 기관은 차기 평가를 면제해주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

은 집중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과향상을 위한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집행기관의 성과평가는 기본문서와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평가대상이 되

는 기관들의 기본문서에 의해 기능과 주요 목표가 설정되면 매년 사업계획(business 

plan)을 소속장관에게 제출한 후 그 결과를 연차보고서 형식으로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특징적인 것은 목표와 실적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모두 계량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내각사무처로 제출되어 종합 정

리된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내각사무처가 부여하는데 성과평가에는 고객대기

시간의 단축, 비용절감 등 계량적 목표와 더불어 제3의 기관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질적 목표가 설정된다. 

영국에서는 평가결과를 통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한 판단을 하게 되

며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조치는 폐지, 민영화, 외부위탁, 현 체제 유지, 내부기관화 등 5

가지로 구분된다.

영국은 우리와 같이 IMF의 국제금융 이후에 공공부문의 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혁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성과나 효율성 증가와의 연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3) 프랑스

프랑스의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 연

구소, 민간위탁 연구기관 등이다. 이들 기관은 중앙정부와 독립적인 형태로서 20년 전부

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세 번째 유형의 법적 근거를 

가진 공공조직이다. 이들 기관의 유형은 정부정책을 수행하거나 공공서비스를 경영하는 

국가 공공기관이 있으며 공공서비스 연결 유지와 사업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 및 상업적 

공공기관의 형태로 분류된다.

정부산하기관 평가는 감찰관이 담당하고 재정경제부와 연대고용부 등에서 주로 시행하

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평가 작업을 위하여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새로운 평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해외 공공기관 평가제도 현황 및 시사점 5 

(1) 미국 

미국의 공공기관 평가대상은 준공공기관, 정부지원기업, 연방출자연구개발기관, 벤처캐

피털기금 등을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이다. 이들 조직에 대한 평가는 연방정부가 정부

부처와 함께 폭넓은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혁신과 평가부문에 초

점이 맞춰져있다. 

연방정부 수준에서 실시하는 공공부문 평가는 GAO(General Accounting Office)와 대통

령실의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담당하고 있다. GAO는 의회 내에서

의 공공평가활동을 평가하며 OMB는 행정부의 평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관평가와 정

책분석 모두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후평가가 기존의 사업이나 이미 

집행된 사업의 감사나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사전평가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모델링, 시뮬레이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평

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고객들의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우

수기관상(PAQ) 시상제도와 GAO의 성과감사제도 등 2가지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성과중심조직(Performance Based Organization)은 일종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에 

바탕을 두고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독립된 성과 중심의 조직이다. PBO 운영책임자와 장

관 사이에 서면계약이 체결되면 3년 내지 5년간에 걸쳐 달성해야 할 사항을 서면계약서

에 규정하고 해당 조직과의 관계 정립, 업무영역, 조직 목표, 성과측정기준 및 재량권의 

범위 등을 명시한다. 아울러 주요 운영분야에 있어서 조직과 개인의 측정 가능한 목표를 

기술한 연간성과계약을 체결하며 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운영책임자의 급여와 인

센티브를 결정한다. 

대통령우수기관상(PAQ) 시상을 위해 사용되는 지표는 총 7가지로 ①지도력(리더십), ②

정보와 분석, ③전략적인 질 위주의 기획, ④인력자원개발과 관리, ⑤질 높은 작업관리, 

⑥질과 작업결과, ⑦고객 위주의 고객만족 등이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GAO는 재무감

사와 성과감사를 실시하며 성과감사는 다시 경제성·능률성 감사(economy & efficiency 

audit)와 사업감사(program audit)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측정된 평가결과는 대통령우수

기관상(PAQ)을 시상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책임자의 급여 및 인센티브 결정, 지원 

개인의 보상을 포함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성과에 바탕을 두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중심기관으로써 그에 맞는 평가방법과 

시기, 법적·제도적 장치,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직접 평가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2) 영국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대상은 산하기관과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매우 폭이 넓다. 이들 평

가대상 기관으로는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비부처 공공기관(NDPB), 민간기관

(private sector entity) 등이 있다.

영국에서는 공공서비스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다. 총리실

과 재무성이 공동으로 평가지침을 제시하면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평가코드를 제정

5_ 본 3장에서 소개하는 해외사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보고서의 해외사례를 발췌한 것으로, 차후

에 언급되는 모든 해외사례는 동일한 보고서에

서 인용한 것이다.

이오 외 1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감사연구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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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성적 평가 비중 확대

현재 진행되는 평가시스템은 3개의 범주로 구성된 평가지표에 가중치를 조정하여 산출

된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량평가 시스템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기관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계

속해서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기관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에 맞춰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리더십·전략 범주에만 국한

되었던 질적 평가를 다른 범주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계량지표를 활용한 질적 평가는 네 개의 평가관점(ADLI, Approach- Developoment 

-Learnig-Integration)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고

려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에 평가자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

를 등급화한 후 평가자들이 서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올바른 의사결정과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2) 유형별 평가지표 개선

현행 평가지표는 모든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 체계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추상적이다. 또한 계량지표의 경우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하며 비계량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미흡하므로 새로운 평가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 

새로운 평가지표는 공공기관 유형분류에 따라 지표체계를 달리하여 유형별 지표의 간소

화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 지표의 가이드라인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중복성을 

해소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평가 범주,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 내용 간 정합성을 확보

하여 기관 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평가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관경영 전반의 효

율화 및 지속적 개선을 추구할 수 있으며 피 평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평가지표의 범위(내

<그림 4>  비계량지표의 평가 관점

Integration(통합): Alignment & Integrating
•  접근방법의 개선과 혁신 결과가 다른 Item의 요구조건에 적합하

게 정렬(alignment)되고 있는가?

•  프로세스와 조직 전체적으로 측정치, 정보 그리고 개선 시스템

이 서로 보완적인가?

•  계획, 프로세스, 결과, 분석, 학습 글고 실행이 조직 전체의 목표

를 달성하도록 조직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가?

Learning(학습): Evaluating & Improving
•  평가와 개선 사이클을 통하여 접근방법을 개선하는가?

•  접근방법의 혁신을 통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

•  관련조직과 접근방법의 개선과 혁신결과를 공유하는가?

•  성과가 특정 Approach & Deployment로부터 얻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Approach(접근방법): System
•  프로세스를 완성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  기존 항목의 요구조건을 다루는데 사용되는 방법의 적합성?

•  그 방법 사용의 효과성(Effectiveness)?

•  그 접근 방법이 반복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

하는 정도

Deployment(전개): Diffusion
•  기존 항목의 요구조건을 다루는 접근방법이 귀사 조직에 적합하

고, 중요하게 적용되는가?

•  접근방법이 일관되게 사용되는가?

•  조직 전체적으로 실행의 깊이와 넓이는 어떤가?

•  조직 전체적으로 실행의 깊이와 넓이는 어떤가?

•  접근방법이 어느 정도 일상적인 업무와 통합되고 있는가?

적용 
프로세스

A

L

I D

는 ’91년 행정명령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기관 평가를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공공부문 개혁을 목적으로 실시하

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감

사원이 재정 고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부처별 자체평가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산하기관 중에서 70%가 내부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중 44%만이 

외부감사에 의한 평가를 받았다. 그 원인은 기관수가 증가하고 기관의 성격이 공공 및 

민간의 혼합형이 증가하면서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향후 

프랑스는 새로운 관리체계의 정의를 통한 성과평가의 틀을 정량화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성과평가에 대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평가담당부처가 과도한 통제나 간섭을 하지 않고 산하기관들의 자율성을 충분

히 보장하여 자체평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무부처에서 행정수반과 관련된 모든 지

침을 내려주는 우리의 평가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캐나다

캐나다의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은 특별운영기관(SOAs)과 공기업(Crown Corporation)이 

있다. 특별 운영기관은 기능별로 직접 서비스 분야, 정부내부서비스 분야, 과학기술서비

스 분야, 규제·집행사업 분야의 4가지 범주로 운영된다.

캐나다에서는 장관과 차관이 각 특별운영기관장에게 업무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차관은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권한 위임을 할 수 있다. 한편 

특별운영기관의 행정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성과계약의 장치로서 기본문서, 사업계획

서, 연가보고서를 둔다. 기본문서는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어 장관의 승인

을 받는데 특히 재정·운영·서비스 질 등 기관의 평가기준과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관리 

신축성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특별운영기관 운영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재정 및 서비스 목표,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과 전략들을 담고 있다. 즉 특별

운영기관이 향후 5년 동안 지향할 목표 및 수단과 이에 대한 평가측정방법에 대하여 규

정하게 된다. 

캐나다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공분야에 대한 개혁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공

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차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한 성과

를 평가하여 그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며 행정책임 강화 및 관리신축성 확대

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의 성과분석에 사용되는 기준은 운영효과성,서비스효과성, 비용효

과성, 적절성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인사상의 처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구성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는 산하기관과 주무장관이 성과계약을 통하여 평가가 이

루어지기 때문에, 피평가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평가과정상의 저항을 줄일 수 있

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토대로 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계량지

표에 근거한 정량평가 시스템은 유지하되 기관별 특성을 좀 더 세밀히 고려할 수 있는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기관평가의 효율화를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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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평가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믿지 못한다. 이는 향후 선진 평가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자를 신뢰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5. 요약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현행 공공기관의 평가제도 분석 및 해외사례 검토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평

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평가기

준의 확립 및 적절한 평가시스템의 적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는 동일한 성과지표체계,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 편향 구성된 평가자 등 다양

한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공기관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평가제도에 대

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점을 다

섯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는 점 둘째,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방법과 시기, 법적· 제도적 

장치, 평가의 타당성 확보를 통해 성과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셋째, 미국을 

제외하고 주로 주무부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수반은 지침을 내려주는 등 지원적 역

할을 수행한다는 점 넷째, 평가결과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들이 주무부처와의 성과계약에 의하여 목표가 세워지고 평가를 받고 있다

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평가제도의 효율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성과위주의 정량적 평가에서 탈피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정량적 평가는 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결과를 얻을 수 없

다. 이는 성과 지향적 운영을 지향하게 되어 향후 기관의 고유영역을 잃어버리게 되고 궁

극적으로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등 공공기관의 설립 이유를 상실할 위험에 이를 수도 

있게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명확한 평가지표를 확립함으로써 지표 간 연계

성을 강화하고 간소화 및 적합성을 확보하여 기관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평가결과를 도

출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단 구성을 통해 질적 중심의 정성적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한다. 정성적 평가의 핵심은 평가자이며 평가자의 전문성과 책임감, 적극성 등

을 통해 평가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단 구성을 위한 운영체계 확립과 그에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평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

되어야 한다. 평가를 통제수단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자를 믿지 못하는 사

회 분위기를 전환하여 신뢰받는 선진 평가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과학기술분야의 기관평가나 R&D 사업의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창조경

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평가체제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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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해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방지 및 평가 부담 경감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객관성·공정성 증대

평가제도는 기관의 중장기 전략계획의 반영이 어렵고 잘못된 평가 목표치를 설정하더라

도 이를 시행할 경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 이를 감시할 수 있는 평가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관에 대한 평가자의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해 충분한 검토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4) 전문성을 갖춘 평가단 구성

기존의 임시로 구성된 평가단은 매년 선출된 평가위원이 바뀌면서 평가기준의 일관성이 

모호해지거나 평가기준 적용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평가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평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유형별로 평가단을 구성하되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학회, 협회, 노

동계, 시민단체 등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된 평가위원에

게는 그에 합당한 물질적 보상과 명예, 그리고 임기부여에 따른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한

다. 또한 평가단에 관한 운영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공표해 평가위원에게 책임성, 전문

성, 적극성 등을 강조해야 한다. 임기가 끝난 후에는 평가위원 활동에 관한 평가가 이루

어짐으로써 평가단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5) 효율적인 운영방안 도입

현행 평가체계 하에서 피평가기관은 1~2월 보고서 작성, 3월 담당부처 제출, 3~6월 기

획재정부 평가 실시, 6~8월 기획재정부 평가결과 발표 및 수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

는데, 실질적으로 피평가기관이 지적사항에 대해 환류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다. 특

히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단기간 내에 수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최소한 2~3년에 걸쳐 환류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수시로 점검하는 것

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해외사례(영국의 경우)와 같이 공기

업의 성과 보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은 평가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당해년도 평

가에서 제외시켜주거나, 평가를 완화시켜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평가를 받도

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김철, 2009)

(6) 평가수행 업무의 간소화

평가 준비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기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

여 평가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대부분 평가보고서에 의해 평가점수가 책정되므

로 피평가기관은 평가보고서 작성에 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을 투입한다. 때문에 많은 자

원과 풍부한 인력을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기관에게 유리하므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기관의 경우 인력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담당자가 부

족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에 평가보고서에 분량

을 제한하거나 유형별 표준양식을 사용함으로써 낭비되는 요소를 줄일 수 있다.

(7) 새로운 인식제고

평가제도의 개선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평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다. 평가가 기관의 경영수준과 결과는 나타내지 못하면서 경영개선 수단이 아닌 통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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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패러다임의 도래와 내부의 변화요구

그동안 주요 변곡점마다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며 과학기술

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온 KISTEP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의 핵심인 창조경제를 기획·평가 

역량을 통해 압축하고 폭발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행

복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무성도 발휘해야 한

다.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리더십 발휘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 기능의 유기적 결합과 연계를 통한 선

순환 구조 창출,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

평가·보상 시스템 수립 등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대내외적 변화 및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KISTEP은 과학기술혁신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

하고, 실천적인 자기혁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제

공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역량 강화와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도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KISTEP은 연구자와 국민, 과학기술과 경제·사

회·문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이들 간의 결합을 굳건

히 해주는 종석(Keystone)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종석은 

아치 윗부분에 좌우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놓이는 석재로, 아치의 좌우를 연결하는 역할뿐 아니라 좌

우가 더욱 튼튼하게 고정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

나,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에서 KISTEP은 과학기술계의 종석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KISTEP, Key to Creative Innovation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 및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새로운 

KISTEP의 비전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설정하였다. 이 비전은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으로서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하고 

국가의 미래가치를 주도적으로 창출하겠다는 기관의 지향

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도형 과학기술 기획·평가를 

통해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한다는 중장기 목

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3대 전략 및 10대 중점추

진과제를 도출하였다. 3대 전략은 창조경제 견인과 국민행

복 증진, 그리고 과학기술혁신의 관점을 기준으로 도출하

였다.

3대 전략 중 첫 번째는 ‘창조경제 기반의 국가 성장전략 창

출’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이슈의 선제적 발굴 및 정책

개발, 창업 생태계 구축,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기획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창조경제 이슈 및 정책개발의 

내용으로는 산학연협력 모델 발굴, 지식재산 창출·활용·

보호 등 성과정책 이슈 발굴, 개방형 플랫폼의 구축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형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

해 창업활성화 전략 수립, 벤처·중소·대기업 간 상생 및 

협력 활성화 촉진,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세계시장을 주도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유망기술

의 사업화 및 시장화를 상호연계하는 통합전략 개발, 지역

R&D 혁신체제 구축 등을 통한 지역성장동력 발굴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발굴 및 전략기획을 수립할 예정

이다.

두 번째는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선제적 전략 수립’이다.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수행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사회문

제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발굴, 그리고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및 유망직업군 발굴 등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

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추진과제가 이 전략에 포

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 시나리오

를 작성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저성장·고령화

와 지식 및 정보격차, 에너지·환경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과학

기술과 인문사회의 융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

색하고 국민 밀착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발굴·기획할 계

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선도형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 주

도’이다. 이를 위해 세계수준의 기초연구를 위한 지원정책

을 수립하고, 동시에 과학교육 및 이공계 대학의 혁신체제

를 주도하고 과학기술인력의 불균형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창의형 과학기술 인재양성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자 한다. 또한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

이고 협력과 융합의 R&D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기반의 평가체계를 구축하

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기존 평가시스템에

서 지적된 약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연구자
국민

경제·사회·문화

과학기술
Keystone
(KISTEP)

KISTEP 
News

과학기술 기획·평가의 
새로운 룰을 만든다!

KISTEP 개원 15주년 맞아 새로운 비전,  
발전전략 수립

최근 메가트랜드는 예측 불가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저성장기조가 고착

화되고 있고 각국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새로운 생존법칙을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이를 최우선 국가혁신전

략으로 삼아 대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국가 대도약의 발판

은 아이디어와 무한한 상상력,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드는 과학기술력

과 창의·융합형 인재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아이디어

와 상상력을 사업화하고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압축하

고 단축시키는 것은 바로 기획·평가 역량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성장을 이룩한 근간에 과학

기술이 있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압축성장과정에서 

성장통도 겪었고, 석유파동, IMF 등 대위기도 넘어섰다. 위기와 고난이 닥

쳐도 연구개발투자는 오히려 늘렸다. 지난 15년간 KISTEP은 이러한 성장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1999년 설립 이래,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창조적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평가 기능을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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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별 
실천과제

전략 1 창조경제 기반의 국가 성장전략 창출

중점추진 1 산학연협력, 지식재산, 개방형 플랫폼 등 창조경제 이슈의 선제적 발굴과 정책개발

실천과제

• 개방과 신뢰의 산·학·연 협력모델 발굴,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 R&D 성과정책 이슈 발굴

• 창조경제 주도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

중점추진 2 한국형 창업 생태계 구축방안 마련

실천과제

• 대학·연구소 창업 성공모델 발굴과 창업활성화 전략 수립

• 벤처·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 및 협력 활성화

• R&D-기술사업화-창업 등 전주기에 걸친 규제개혁 주도

중점추진 3 경제활성화를 위한 글로벌·지역 차원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전략기획

실천과제

• 세계시장을 주도할 미래성장동력 발굴

• 유망기술-사업-시장이 상호 연계되는 통합 전략 개발

• 지역R&D 혁신체제 구축 등을 통한 지역성장동력 발굴

전략 2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선제적 전략 수립

중점추진 4 통일, 글로벌 이슈 등 미래사회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

실천과제
•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 시나리오 작성 및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

• 저성장·고령화, 지식 및 정보격차, 에너지·환경,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방안 모색

중점추진 5 과학기술기반의 사회문제해결 정책·사업 발굴

실천과제
• 사회문제해결 및 국민 밀착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발굴·기획

•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 활성화를 통한 사회문제해결 방안 모색

중점추진 6 양질의 일자리 확대방안 마련 및 유망직업군 발굴

실천과제
• 과학기술과 ICT 융합분야, 청년, 여성 등 일자리 확대전략 수립

• 과학기술분야 유망직업군 발굴과 진로지원 방안 마련

전략 3 선도형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 주도

중점추진 7 세계수준의 기초연구 지원정책 수립 및 환경 조성

실천과제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기초연구 지원체제 제안

• 연구자 자율성과 창의성 중심의 기초연구환경 설계

중점추진 8 창의형 과학기술 인재양성 체계 구축

실천과제
• 과학교육 및 이공계 대학 혁신체제 주도

• 과학기술인력의 양적·질적 불균형 해소방안 모색

중점추진 9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신뢰기반 평가체계 구축

실천과제
• 한국형 성과평가 모델 마련 및 평가문화 선진화

• 연구개발예산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 심화

중점추진 10 협력과 융합을 촉진하는 R&D 선순환 투자전략 수립

실천과제

• 국가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한 범부처 협력 어젠다 발굴

• 과학기술·인문학 융합과 R&D 연계를 촉진하는 투자전략 마련

•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능동적 정책이슈 발굴과 심층분석 강화

경영전략 핵심기반

핵심기반 1 소통과 협력 시스템

실천과제

• 대내외 협력플랫폼 구축을 통한 소통과 지식교류 활성화

• 지식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과학기술정책의 증거기반 확충

• 선진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제고

핵심기반 2 세계수준의 싱크탱크

실천과제
• 중장기 전문성 강화 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

• KISTEP 인재 포트폴리오 및 인재양성 계획 수립

핵심기반 3 지식나눔 및 기여문화

실천과제
• 과학기술 ODA 등 개도국 지식전수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활동 강화

핵심기반 4 투명한 창의경영

실천과제
• 합리적 인사·평가·보상 시스템의 마련 및 공정한 시행

•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 구축

연구기능 측면에서는 ‘창조’와 ‘혁신’을,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신뢰’와 ‘소통’을!

KISTEP의 비전 및 목표, 그리고 10대 중점추진과제를 효

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기반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

고 토론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식교

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는 온라인 토론, 오프라인 세미

나, 콜로키움 등 분야 및 기능의 특성에 맞는 쌍방향 지식 

교류·소통의 채널로, 연구원,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과

학기술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토

론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정책·평가·예산

조정 등 기관 기능에 따라 적절한 협력대상을 발굴하고 선

진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기관의 글로벌 역

량을 높이고자 한다. 

두 번째, KISTEP이 국가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

장기 전문성 강화 연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미래 과학

기술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KISTEP 인재포트폴리오 및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해 기관의 중장기적 인력활용 방안 및 미래인재 육성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 KISTEP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역량을 과

학기술 ODA 등을 통해 개도국으로 전수하며,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활동을 강화하여 지식나눔 및 기여문화를 실

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창의적인 경영 운영을 

위해 합리적 인사·평가·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호 이

해하고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실천이 바로 KISTEP의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자, 창조경제의 성숙으로 

이끄는 길이다. 

추
진
전
략

핵
심
기
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KISTEP, Key to Creative Innovation

선도형 과학기술 기획·평가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

비전 목표

창조하고, 선도하며, 실천하는 KISTEP 3대 전략

창조경제 기반의 국가 성장전략 창출

① 산학연협력, 지식재산, 개방형 플랫폼 등 창조경제 이슈의 선제적 발굴과 정책개발
② 한국형 창업 생태계 구축방안 마련
③ 경제활성화를 위한 글로벌·지역 차원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전략기획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선제적 전략 수립

④ 통일, 글로벌 이슈 등 미래사회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
⑤ 과학기술기반의 사회문제해결 정책·사업 발굴
⑥ 양질의 일자리 확대방안 마련 및 유망직업군 발굴

선도형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 주도

⑦ 세계수준의 기초연구 지원정책 수립 및 환경 조성
⑧ 창의형 과학기술 인재양성 체계 구축
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신뢰기반 평가체계 구축
⑩ 협력과 융합을 촉진하는 R&D 선순환 투자전략 수립

소통과 협력 시스템

지식나눔 및 기여문화

세계수준의 싱크탱크

투명한 창의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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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012년 11월

제4회 KISTEP-ISTIC 개도국  
고위정책자 과학기술혁신과정

1999년 1월

KISTEP 현판식

1999년 2월

개원식 

2014년 1월

개원 15주년 기념식 

KISTEP이 걸어온 길

● 1999년 설립 이래 국가 과학기술 및 R&D 선진화를 주도해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KISTEP)은 연구개발전반에 걸친 미래 비전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R&D 기획·평가 

전문 기관이다.

● 현재 170여명의 전문 연구인력이 국가과학기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에 대비한 다

양한 전략 수집과 과학기술 예측, 국가연구개발의 전략적인 투자방향 설정 및 최적의 배

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성과평가 등을 전담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R&D 기획·평가 전문 기관으로서 KISTEP이 그동안 일궈낸 주

요 성과로는 1, 2,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 발전에 의한 미래사회 변화를 전

망하는 ‘과학기술예측조사’ 실시, 기술영향평가 실시, 국가 차원의 평가체계 확립, 과학

비즈니스벨트 기획연구사업 진행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KISTEP은 매년 10대 미

래유망기술을 선정, 발표하고 미래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내 국가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속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 개발도상국 중심의 국제협력 사업도 활발하다.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기

술예측, R&D 평가 등 과학기술 분야 노하우 전수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고, 개도국 과학

기술 관련 고위 정책결정자들 대상으로 한국형 R&D 기획, 평가 기법과 노하우를 전수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1년 말부터 추진해온 캄보디아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년간 캄보디아의 국가 과학

기술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R&D 전담 기관 설립, 실행프로그램 마련까지 전 주기적인 

국가 R&D 시스템을 구축했다.

● KISTEP은 과학기술 분야 전략적 싱크탱크로서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과학적인 평가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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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정책 추진 2년째를 맞아 본격적인 정책 실행방안

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1999년 초대 과학

기술부 장관 시절, KISTEP 설립의 주역이었던 강창희 국회

의장과 미래창조과학부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박영아 KISTEP 원장이 ‘창조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실천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박영아 원장은 

“지금까지는 정보의 접근성과 처리 능력에 따라 국가 또는 

개인의 소득 격차가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창의성 수준에 

따라 부의 격차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창조경제 

시대의 정책은 창의성이 존중 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과학

교육을 혁신해 우리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박 원장은 특히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시대에 과학교육은 과학자만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출 과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맹으로 문명국가에서 살아

가기 어렵듯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없이는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가기 힘들다”며 과학기술교육 혁신을 통해 과학적 소

양을 어느 정도 길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조강연 후에는 과학기술 혁신, 창조와 융합, 창의인재 육

성을 주제로 총 4명의 연사가 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김승

환 아태이론물리센터 소장은 ‘창조경제의 기본은 기초다’

를 주제로 창조경제 추진의 씨앗인 기초연구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짧은 연구개발 역사 속에서 기초과학을 포함

한 기초연구의 성장 궤적 및 한계,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현장 연구자의 관점에서 발표했다. 

바이오기업 아이센스 설립자인 남학현 광운대 교수는 대

학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표

준방안, 벤처 단계별 상황에 따른 맞춤 컨설팅 제공, 세제

혜택, 임금 지원과 같은 현실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했다. 

2013년 모바일 명함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벤처로 

드라마앤컴퍼니를 창업하고 현재 벤처전문 네트워크 서비

스 업체 벤스터를 이끌고 있는 김범섭 대표는 신생 벤처기

업의 창업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려줬다. 

마지막 연사인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창조경제,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광주과학기술원

이 새롭게 시도하는 ‘인문융합과학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창의적 이공계 인재양성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임 

원장의 주재로 김재현 한국화학연구원장, 민경찬 연세대 

교수, 박필호 한국천문연구원장,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이우일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창

조경제 성숙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경제·사회·과학기술·

문화 등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와 해결책에 대

한 의견을 개진했다. 

민경찬 교수는 창조경제의 키워드는 ‘사람과 희망’이라며 

혁신의 차원을 넘어 혁명을 통해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단순히 창업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기초과학에서

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균형적인 시각으로 생태계를 만

드는 가치지향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필호 원장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추격형의 패러

다임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블록펀딩, 막스플랑크의 연

구환경을 벤치마킹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초과학 분야를 

바라보고 개방적 연구환경 조성과 해외 우수 연구주체 유

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미남 대표는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차이점은 기술과 사

람이 아닌 문화적 차원이라며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한국 

부모들의 취업 인식, 창업 후 회사를 매각하는 창업자를 

비난하는 언론의 보도행태 등 창업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일 교수는 한국 대학의 분석위주 교육은 창의성과 대

치되고,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에게 창업을 장려하는 것보

다는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기업가정신

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창업으로 인

한 인생의 여백과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

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후에는 KISTEP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5주

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새로운 기관 비전과 발

전전략을 중심으로 한 박영아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우수 직원, 학술상, 장기 근속자, 우수 부서, 공감 KISTEP

인, 올해의 KISTEP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인류 사회는 정보혁명의 시대를 넘어 제4의 물결이라 할 수 

있는 창조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창조사회는 인간의 

두뇌를 활용한 창조력을 중심으로 국력을 가늠하는 시대를 

말한다.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해 견지하고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창조경제 실현계

획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창조경제 기반

을 구축했다. 그러나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할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경

제성장 둔화, 높은 청년 실업률, 사회부담 가중과 같은 문제

를 안고 있다. 지난 1년이 과학기술의 역할과 정책방향의 탐색

기였다면 남은 4년은 위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야 할 성숙의 시기가 돼

야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월 23일 대한상공회의

소에서 ‘창조경제 성숙 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개원 15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999년 설립 이래 국

가 차원의 과학기술 기획, 예산 배분·조정, 성과평가에 이르

는 전 과정에 기여하는 전문 기관으로 성장한 KISTEP의 개원 

15주년을 겸해 마련되었다.  

창조경제 성숙 국가로 가는 길

- KISTEP 개원 15주년 기념 포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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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55조 4,501억 원

• 전년대비 5조 5,597억 원(11.1%) 증가,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섬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36%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4.04%) 대비 0.32% 포인트 상승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얼마나 하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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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3.36

3.56
3.74

4.04

4.36

313,014

344,981

379,285

438,548

498,904

554,501

총 연구개발비(억원)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자료원 : 연구개발활동조사, 각년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비중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매년도 GDP 수정치로 산출하였으며 각 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의 비중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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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백만 달러)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자료원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3-1

환율을 적용한 연구개발비는 49,225백만 달러로 세계 6위이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2위

• R&D관련 통계에 OECD가 적용하는 2012년 한국 환율 1,126.47원/달러 적용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수준은? 

R&D 
Infographic

✽출처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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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는 1,108.9천 원,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38.0백만 원

• 전년대비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는 106.7천 원(10.6%),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5.1백만 원(3.8%) 증가

재원별로 볼 때 정부·공공재원 13조 8,221억 원, 민간재원 41조 4,378억 원,  

외국재원 1,902억 원

• 전년대비 정부·공공재원은 8,188억원(6.3%), 민간재원은 4조 6,625억원(12.7%), 

외국재원은 784억원(70.1%)이 각각 증가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정부와 민간의 투자 비중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8.3
115.0 117.4

126.8
133.0

138.0

644.1
704.8

771.2

887.6
1,002.2

1,108.9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천원) 연구원(headcount) 1인당 연구개발비(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부·공공재원 민간재원 외국재원

697
1,061

783

950

1,118
1,902

230,542 251,427
269,612

314,896
367,753 414,378

81,775 92,493 108,889 122,702 130,033 138,221

(단위 :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