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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향 : R&D 체계 및 연구환경 진단 

R&D 수행 체계 

▷ R&D체계 : 수요조사 → 과제발굴 및 기획(예산배분) → 수행 → 평가 → 성과확산 

▷ 출연(연) 연구개발 현황 진단 및 전주기적 관리 지원체계 필요 

출처 : 김선근(2012) 

수요조사 
연구기획 

(포트폴리오) 

과제제안 
-주 제안서 
-부 제안서 

전반기 연구 
- 주 제안서 

후반기 연구 
-주 제안서 
- 부 제안서 

사후평가 
정보관리 

(중장기 성과) 

사후관리 
기술이전 

계약 
기술마케팅 기술평가 

특허관리 
(출원, 등록) 

기술창업 
지원 

… 

연구비 지원 

정부 

공공기관 

중지 
(Kill) 

[연구관리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 

[피드백(feedback) 

    (1) 선정평가     (2) 중간평가     (3) 결과평가(단기성과) 

GATE GATE GATE 

GATE 

    (4) 기술이전, 상용화 전략수립 

시장조성환경 

기술료 

기술이전, 상용화 
기술이전, 상용화 피드포워드(feed forward) 

피드포워드(feed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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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획 

▷ 소규모, 단기과제 위주 '할 수 있는 연구' 치중, '해야 할 연구' 기획기반 및 체계 미흡 

주요사업 

▷ 단기적(1~3년)으로 반복되는 기획 

▷ 성과를 내세울 할 수 있는 연구 선호 

▷ 기관 핵심 연구과제 기획기반 취약 

수탁사업 ▷ PBS 제도에 따른 과제 수주 경쟁 

연구원 수행과제 수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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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향 : R&D 체계 및 연구환경 진단 



R&D 예산 

▷ 관료중심 예산배분, 반복적 예산 조정·배분·편성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 가중 

4월 5월 6월 7월 8월 3월 2월 1월 

반복적 예산심의 절차 

출연(연)  
자체 연심위 

연구회 
전문가심의 

미래부  
총괄팀 조정, 

국과심 
전문위심의 

기재부 
편성심의 

  

예산요구 단일창구 부재 & 행정부담 

▷ 출연(연)별 예산확보 활동 심화 

▷ 예산요구 기준 적용 일관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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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향 : R&D 체계 및 연구환경 진단 



R&D 수행  

▷ PBS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R&D 수행시스템로 안정적 연구분위기 저해 

PBS 도입(1996년) 이후 … 

▶ 출연(연) 공동연구 부족 원인은? 

     (연구원 인식조사, 13년) 
 

   1. PBS로 인한 경쟁(54%) 

    2. 제도미흡(17%) 

    3. 공동연구주제 부족(12%) 

    4. ….. 

▷ 연구과제 질 저하, ▷ 경쟁적 연구문화, ▷ 단기과제 중심                        

▷ 안정적 연구환경 훼손, ▷ 창의력/상상력 발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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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향 : R&D 체계 및 연구환경 진단 



R&D 평가 

▷ '임무중심형 평가'(2013~현재) 도입, 그러나 여전히 양적성과 중심 평가체계 틀 유지 

출연(연) 기관평가 체제 변화 

정부주도 
기관평가 
(92~99년) 

연구회주도 
기관평가 
(99년~현재) 

성과중심 
평가 도입 
(05년~현재) 

‘임무중심형’  
평가 도입 
(13년~현재) 

연구회 체제 출범 성과평가법 제정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 

▷ 계량화된 연구성과에 초점 

▷ 단기(1~3년) 성과 중심 평가 

▷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도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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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향 : R&D 체계 및 연구환경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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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과제제안서  六何原則 

Why? Project Charter  

What? Project Scope Statement 

How? Work Breakdown Structure 

WBS 

Who? Organization Breakdown structure 

OBS 

When? 언제 어떤 방식으로? 

Where? On-site     Off-site research 

타 부서 

타 연구소 

산업 

대학 

Lab. 



행정업무 과다 

출연(연) 연구환경 

▷ 연구기관 자율성 저해 – 규제(관리) 중심 정책, 관료주의 만연 

▷ 정권교체에 따른 거버넌스 개편논의, 기관장 교체 등 안정적 연구분위기 저해요소 상존(現 정부 제외) 

연구현장 목소리 

Sigh… 

[출연(연) 직장 만족도 ('08년)] 

72.1 73.8 76.8 78.1
88.7

[기관 유형별 생애소득 (35세 기준)] 

199,203

251,362

227,512 259,868(+32,356)

기업

대학

출연(연)

생애소득(사학/과기연금포함, 만원) 출연(연) 정년연장시

※ 출처 : 류재우(2013) 

출처 : 민병주의원 ‘국정감사 정책보고서’(2014)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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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향 : R&D 체계 및 연구환경 진단 



정부 R&D 혁신 방안(안)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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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향 : 정부 R&D 혁신 방안(안) 

정부/민간/산학연 간 중복해소 

정부 R&D 상용화 연구비 단계적 축소(△5~10%) 
출연연 주관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상용화 사업은  

    초과부분 20% 일괄 감액 

 정부R&D 상용화 연구는 엄격한 기준 적용   대기업 직접 지원 지속적으로 축소 

2015년 하반기 공고 시부터 일부 상용화 과제의 대학 및 출연(연) 참여 제한 

  [지원대상 명확화] 사업 공고 시 기초, 원천, 상용화 연구별로 지원대상 명확히 설정 

  [상용화 연구과제 주관기관] 시장을 잘 아는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지원 

  [기초^원천 기술 개발]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 집중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화] 보유 기술, 인력,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 기술애로 해결 

대기업 R&D 지원 삭감 목표(누적액 기준) 
     2015년 900억원 →  2017년 1,400억원 

: 정부는 장기, 기초ㆍ원천연구 및 중소ㆍ중견 기업 지원에 집중 정부-민간 역할 분담  

 : (대학) 기초연구, (출연연) 원천연구, (중소/중견기업) 상용화 연구 산학연 역할 차별화 

: 미래선도형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중소중견 기업 지원 출연(연) 미션 명확화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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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향 : 정부 R&D 혁신 방안(안)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혁신, 출연(연) 경쟁력 강화 

과제수주에서 협력으로 

 여러 출연(연)이 참여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 확대 (’15년 : 10개→ ’17년 : 30개) 

 10개 내외의 신규 융합클러스터 선정 (융합클러스터 규모 다양화(2천~2억)하여 융합저변 확대) 

PBS 비율 축소, 민간수탁 제고 

산업기술 

대형^공공 

기초^원천 

프로운호퍼 방식 도입(민간수탁 확대) 

국가 대형연구성과 창출 

기관 미션 중심 재정비 

ETRI, 생기원,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재료연 등 

항우연, 원자력연, 건설연, 철도연, 핵융합연 등 

KIST, 생명연, 기초연, 표준연, 에기연 등 출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 정비(’16년 반영) 

수탁실적과 출연금 지원을 연계 
(민간수탁 비중 확대 : 15년 14.2% →18년 21%) 

안정적 예산 확충(정부수탁사업→정책지정사업) 

평가 등 제도 개선 

 테뉴어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15년 10월) : 재계약 부담없이 연구몰입 가능 (’15년 11월 적용) 

 원장임기 연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16년 2월) : (현) 3년 → (改) 5년 , 16년부터 제도 개선 



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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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향 : 정부 R&D 혁신 방안(안) 

출연(연)ㆍ대학의 중소/중견기업 연구소화 

중소ㆍ중견 기업 지원체계 

 부처별 지원전략 차별화 및 기업주도 R&D로 개편 

범부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체계 개편 

중기청은 저변확대,  

    산업부처는 중장기 대형과제 중심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과제 수행 

    → 先 기업 선정- 後 공공연 매칭 방식 

출연(연)/ 대학 

 중소 중견기업 R&D 지원 대폭 강화 

출연(연)의 중소 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중소 중견기업 공동연구실 확대(25개, 100억원) 

 

대학의 기업지원 강화 

    →  (改) 산학협력 실적 추가 



과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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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향 : 정부 R&D 혁신 방안(안) 

R&D 기획ㆍ관리 체계 혁신 

투자 전략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투자 

중장기 R&D 투자전략 마련 

9개 분야 59개 중분류별 투자 우선순위 및 
    투자전력 수립 

17년 예산배분, 조정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과제 수행 

▷
   R&D 예타 관련 정책연구 추진(15.4~8월) 
   Fast-Track 제도 도입 
    - 先 R&D 사업 착수 후 계속 여부 판단 

연구단계별 지원 

 기초 → 원천 → 상용화 연구간 연결 강화 

연구자가 원하는 
도전 창의적 연구 

시장이 원하는 
기술의 적기 공급 

기업 스스로 
원하는 기술 개발 

기초연구사업 맞춤형 지원방식 추진 
▷ 연구자가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연구기간과  
    연구비 등을 스스로 설계 

R&D 전 과정에서 시장의 요구 반영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과제 수행 

▷
▷  
 

▷
▷  



과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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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향 : 정부 R&D 혁신 방안(안) 

R&D 기획ㆍ관리 체계 혁신(계속) 

평가ㆍ관리 체계 

논문 중심의 평가를 폐지하여 도전적 연구 촉진 

연구시설ㆍ장비 

 대학ㆍ출연(연) 보유 장비의 기업 공동활용 촉진 

국가지원 3천만원 이상 장비 : 연구종료 후 국가 직접 관리로 장비 활용도 제고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포탈 구축 : 중소기업의 국가연구시설장비 활용 지원

성과창출형 평가 

논문, 특허, 건수 등  
    양 위주의 평가를 폐지 

    장롱특허를 방지 

도전적 연구 촉진 관리 간소화 

조기달성제도 도입

 

조부처별 연구양식 표준화

 



과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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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향 : 정부 R&D 혁신 방안(안) 

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전문성 강화 

국가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적 구성 다양화 

과기전략본부 

 미래부 內 (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 설치 

국과심의 산업계 비중 확대 국과심 산하 중기전문위 신설 

(현재) 민간위원 11명(산학연 전문가) 

   → (변경) 산업계 비중 확대 

 

(가칭)과학기술정책원 설립 연구관리전문기관(18개 재편) 

R&D기획, 평가(KISTEP), 정책(STEPI) 

    정보수집분석(KISTI일부) 통합 

국과심의 Think-Tank 역할 수행 

    단계적 추진 



출연(연) R&D 혁신방안 



출연(연) R&D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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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출연(연)의 개방과 협력 생태계 조성 
[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연구에만 전념 ] 

개방과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무수행’ 
 중심  

‘성과창출’ 
중심 

‘연구자’ 
중심  

‘수요자’ 
중심  

‘질’ 
중심  

‘협력’ 
중심 

 



정부 R&D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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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수탁 활성화 

::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프라운호퍼 

기업 수입(기술료 등 포함)을 계약 수입의 1/3  
    정도가 되도록 사업 모형 운용 
   

기업 수입 비중이 일정 범위(연구비 25~55%)에 
    있을 때 기본연구비에서 지원(수입 1유로당 40센트) 

NST 

산업화형 연구비율이 높은 연구기관들을 선별하여  
   자발적인 민간 협력 강화 및 시장의 미래수요  
   지향을 위해 추진 
   

한국의 산업현실을 고려하여 출연금 전체가 아닌  
   일부 재원을 산업으로부터의 수입에 맞추어 배분 
   

시험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실비만을 받는 지원형 유지  
   * 프라운호퍼는 시험평가 자체가 수입의 일환으로 관리 

도전 방향 

▷ 산업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원 배분에 있어 시장이 작은 출연(연)이 현재의 역량을  
    잃지 않도록 세밀히 준비 

▷ 민간의 출연(연) 수탁에 대한 지원 등 제도 준비, 소액수탁 난립이나 기관의 단기 성과를 위한  

    장기적 연구 약화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향후 전체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미래 시장에 대응하는 체제 필요  



‘임무수행’ 중심 예산지원  고유임무에 충실토록 출연금 비중 확대 

▷ 연구자율성 제고 및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해 출연금 비중 확대   

▷ 지속적인 묶음예산(Block Funding) 반영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96.4% 

14.8% 

출연금  
비중 

부처사업 이관,  
정책지정(출연금화 포함) 확대 

<정부출연금 비중(%, 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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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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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수행’ 중심 예산지원  기관 임무에 집중한 예산 편성 및 사업 운용  

▷ 대형화∙장기화(5년 이상)한 기관 대표과제(Flagship Project) 발굴·운영 

▷ 출연(연)별 고유임무에 따른 R&D 포트폴리오 구성 

<프라운호퍼 IWU 대표과제(Flagship projects)> <임무정립에 따른 R&D 포트폴리오 구성> 

▶ Flagship project : 기관의 핵심경쟁력과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대형∙장기 과제  

▶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한 기초원천기술 개발 

▶ 국가기술혁신역량 보완을 위한 산업밀착형  

    연구 강화 

▶ 공공기술 및 핵심 인프라 국민 체감도 제고 

▶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한 협력연구 강화 

Flagship Projects 

자동차 생산 

자원 & 
에너지  

Green  
파워 

트레인 

※ Fraunhofer IWU Homepage 
(IWU : 기계장비 및 포밍기술 연구소) 

::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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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창출’ 중심 주요사업 주요사업의 나눠먹기식 ‘단순배분’ 지양 

▷ 연구자 간 나눠먹기식 단순 과제배분, 불요불급한 장비구매 등을 근절 

▷ 과제기획 과정 외부참여 확대, 부분적 내부경쟁을 통한 객관성∙효율성 제고 

< 연구과제 기획 全 과정 외부참여 확대 > 

  ▶ 기획과제 목표∙성과 등 객관성에 대한 ‘외부검증단‘ 운영 

       ex. 한국화학연구원 : 감리단 구성∙운영 

            * 은퇴연구자 : 외부전문가 = 5:5 

 

< 출연금 사업에 대한 부분적 내부경쟁 강화 > 

  ▶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주요사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 추구  

       ex. 한국전기연구원 

               * 전문화/기초원천/창의과제에 대한 특별전문(위) 사전심의 강화,  

                 일몰형 하이브리드 연구조직 구성 

::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정부 R&D 10건 중 6건 셀프과제로 나눠먹기> 
(서울경제,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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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창출’ 중심 주요사업 출연(연) 주요사업 기획체계 강화 

▷ 연구과제 ‘상시공모‘  및 ‘상시선정‘ 을 통한 도전적∙창의적 과제기획 강화 

▷ 선도적∙창의적 과제를 위한 ‘업다운(Up-down)’ 기획 체계 구축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 

 상시 과제접수 
(온라인, 6개월 간) 

 상시 선정평가 
(서면/발표, 상∙하반기) 

<Up-down 과제기획> 

Researcher 

Institute 

기술전문가의 참신한 
연구아이템(Idea) 

기관비전 및 임무에  
따른 조정∙보완 

D
o
w

n
 

U
p
 

::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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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창출’ 중심 주요사업 창조적 융∙복합연구를 통한 미래개척 

▷ 단일기술의 한계 극복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융∙복합 연구 활성화  

▷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 성과창출∙활용∙보호 전략에 기반한 융합연구 추진 

<연구회 융합연구단 구성∙운영> <’15년 융합연구 추진방향> 

▶ 연구주제와 관련된 주요인력‧장비가 확보된 기관(주관기관)에 
    융합연구단 설치, 연구회 내 ‘융합연구본부‘ 에서 사업 총괄∙관리 

▶ 先 문제정의,  後 기술대안 발굴 

▶ 성과창출∙확산 관점 IP∙사업화 지원 

특허  
선행  
조사 

원천  
특허  
도출 

기술  
획득 
전략 

기술  
이전 

사업화 

::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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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Tip. 융합연구 지원 시스템 
 

성공적인 융합연구를 위해 문제해결 중심의 새로운 지원 시스템 필요  

▷ 필요 과제제안요청서(RFP) 중심이 아닌 문제정의서 중심의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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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Tip. 융합연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연구자와 전담평가위원이 연구과정에서 수시로 피드백을 교환  

 

 

▷ 형식적 연차평가는 지양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책임성 있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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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성과 창출 및 연구생산성 제고 

▷ R&D 기획-예산-수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 창출 및 연구생산성 향상 

‘성과창출’ 중심 주요사업 

<R&D 전주기적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통한 성과 창출> 

과제대형화, 
장기화 

출연금 확대 

연구몰입 
환경조성 

질적평가,  
성실실패 용인 

기획 강화 
자율성 

독립성 대형 연구 
성과 창출 

 
연구생산성 

향상 

+ 

▷ Haldane Principle (홀데인 원칙) 

▷ Harnack Principle (하르낙 원칙) 

::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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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기초연구에 몰입 

▷ 연구자 잠재력까지 파악, Best Practice를 낼 수 있도록 유도 

▶ R&D 도전성 및 모험성 강화를 위해 
    연구의 잠재적 혁신성 평가 

▶ 연구자가 20~30년 간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몰입환경 제공 

▶ 혁신적 연구 기획 및 연구자 선정을 
    위한 Ideas Factory 프로그램 운영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 연구자의 창의성과 잠재력 중시 

     ex. Seed형 ‘창의연구’ 활성화 

 
 

▷ 한가지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 

     ex. 핵심요소 분야에 대한 

           장기적 연구 지원  

::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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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응용∙개발연구 지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응용∙개발연구 지원 

▷ 니즈(Needs, 시장수요)와 시즈(Seeds, 기술아이디어) 를 만족하는 블라인드 매칭체계 

▷ 산업화형 연구 출연(연)의 민간수탁 증대 

<블라인드 매칭(Blind-matching) 예시> 

▶ 블라인드 매칭체계 : 외부시장 환경과  
    기술 아이디어를 독립적으로 분석 후,  
    상호매칭을 통해 연구주제 선정 

<수요기반 “민간수탁 활성화” 선순환 구조> 

▶ “독일 프라운호퍼 사업모형” 벤치마킹 
     - 기본 연구비 1/3, 공공부문 과제 1/3 
     - 기업과제 및 수입 1/3 

정보 
검증 
기술 

분자 
영상 
기술 

인공 
광합성
기술 

Needs(시장수요) Seeds(아이디어) 

개인 
건강 
관리 

문화 
여가 
활동 

차량 
사고 
대응 

차량블랙박스 정보  
검증 시스템 개발 

민간수탁  
수주 

기업수요 기반 
원천기술 개발 

수요충족 &  
수탁 활성화 

::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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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TIP> 성실실패 사례  성실실패(Challenged) 

성실실패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으나, 
                  도전적 목표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으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CASE STUDY : CHAOS Manifesto 

Based on approximately 175,000 projects,  
   in U.S, 2014 
 

uccess rate was only 16.2%,  
   while challenged projects accounted for 52.7%,  
   and impaired (cancelled) for 31.1%. 
 
 
 

출처 : The Standish Group Report, 2014, CHAOS 

project challenged? : The project is completed and operational but over-budget, over the time  
                                estimate, and offers fewer features and functions than originally specified 

<the factors that cause projects to be challenged> 

실패한 과제의 

잠재적 가치 

실패 
Factors 

(인풋의 결핍) 

(필수조건 미완성) 

(필수조건 변화) 

(경영진 지원부족)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中> 

(부족한 기술) 

(자원 결핍) 

(비현실적 기대치) 

(불확실한 목적) 

(비현실적 시간치) 

(새로운 기술) 



27 

‘질‘ 중심 평가체제  양적평가 지양, 질적 연구성과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 

▷ 질적 평가지표 및 성실실패 적용 확대   

▷ 공통기준형 대규모 ‘일괄평가‘에서 소규모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 중심 평가 

구분 성과지표 

과학적 
성과 

표준화된 피인용지수 

논문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 
∙ 

기술적 
성과 

삼극특허 

특허등록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기술가치평가(특허) 
∙ 
∙ 

경제적 
성과 

매출액 기여 

원가절감 기여 
∙ 
∙ 

※  KISTEP(2014), 국가연구개발사업 질적성과지표 방법론 

<질적지표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 <성실실패제도 적용∙확대> 

▶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연구과정 성실성이 인정되면  
    평가에서 불이익 면제 

<해당분야 전문가의 전주기 평가> 

▶ 선정된 전문 평가위원이 과제목표,   
    수립~중간점검, 최종 평가까지  
    책임지는 평가 

대규모 
공통기준 

평가 

소규모 
전문적 

심층평가 

::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협력‘ 중심 통합서비스 25개 출연(연) 통합시너지 효과 극대화 

▷ 통합정보시스템 단계적 구축, 해외공동리크루팅, 통합홍보  

▷ 연구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 공동행정 업무 발굴·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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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동리크루팅] 
장비 공동활용 &  

유휴∙저활용 장비 활용 촉진 

 ▶ 연구회 중심으로 全 출연(연)을 하나로 묶어, 분야별(인재, 홍보 등)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공통행정업무를 연구회에서 대체 담당, 출연(연) 기존인력을 연구지원인력으로 전환 

[출연(연) 통합정보시스템] 

기초통계 
시스템 

경영관리 
시스템 

과제관리 
시스템 

::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안정적 리더십 확보 

▷ 선진국 수준 기관장 임기 확대로 기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 

▷ 기관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부여, 엄격한 평가를 통한 연임여부 결정 

∞ 5~6년 5년 
3년 

<출연(연)> 
실질적 성과창출기간   

= 2년 

Y+1 Y+2 Y+3 

계획서 
작성 

종합 
평가 

기관장 
취임 

임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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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총재 

기관장 임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3년 → 5년) 

::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천방법 : 출연(연) R&D 혁신방안 



맺음말 



The Seven Blunders or Social Sins 

   1. 原則 없는 政治 (Politics without principle) 

   2. 일하지 않고 누리는 富 (Wealth without 

work) 

   3. 良心 없는 快樂 (Pleasure without 

conscience) 

   4. 人格 없는 知識 (Knowledge without 

character) 

   5. 道德 없는 商行爲 (Commerce without 

morality) 

   6. 犧牲 없는 信仰 (Worship without sacrifice) 

   7. 人間性 없는 學問 (Science without 

humanity) 



감사합니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미래를 가장 확실히 예측하는 방법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 

- Peter Druck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