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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1.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매년 「국가연
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
∙ 국가R&D사업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각 중앙부처가 수행한 세부과제별 집행 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설정,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관계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기 위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분석 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은 조사･분석 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
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 현황을 분석･정리
∙ 2021년도 조사･분석 대상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된 27조 4,228억 원1) 중 37개 중앙부처가
집행한 1,181개 세부사업(26조 5,791억 원), 74,745개 세부과제 대상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

1) 당초 2020년 12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7조 4,005억 원이었으나,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산 변경 등에 따라 2021년도 조사･분석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27조 4,22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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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집행 현황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은 26조 5,791억 원(1,181개 사업, 74,745개 세부과제)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17~’21년) 연평균 8.2% 증가
∙ 2021년 정부연구개발예산 27조 4,228억 원(당초 국회 확정예산 27조 4,005억 원에서 추경, 예산
변경 등 포함) 대비 96.9%인 26조 5,791억 원 집행
∙ 최근 5년간(’17~’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은 연평균 8.2% 증가하였으며 정부 통합 재정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9.3%)의 0.9배 수준
∙ 2021년도 조사･분석 대상 세부과제 수는 74,745개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17~’21년) 연평균 5.1% 증가

[그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변화 추이, 2017-2021

’21년 주요 5개 부･청(과기정통부, 산업부, 방사청, 교육부, 중기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의
78.3%(20조 8,128억 원)를 차지
∙ 과기정통부가 가장 높은 비중(31.4%, 8조 3,472억 원)을 차지하였으며, 산업부(17.5%, 4조
6,451억 원), 방사청(14.5%, 3조 8,497억 원), 교육부(8.7%, 2조 3,058억 원), 중기부(6.3%,
1조 6,650억 원) 순이며, 그 밖에 농진청(2.9%, 7,705억 원), 해수부(2.8%, 7,524억 원), 국토교
통부(2.2%, 5,979억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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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기타 부처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방부,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소방
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의 총 22개 부･처･청･위원회의 합계임

[그림 3]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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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문별 집행 현황
3.1 연구 수행 주체별 집행 현황
출연(연)(9조 6,058억 원, 36.1%)의 집행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6조 3,317억 원, 23.8%),
중소기업(4조 9,721억 원, 18.7%) 등의 순임
∙ 출연(연)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출연(연) 집행 비중(%) : (’19년) 40.0 → (’20년) 37.8 → (’21년) 36.1

∙ 출연(연) 유형별2)로는 부처 직할 출연(연)이 4.53조원으로 가장 많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
회’로도 칭함) 소속 출연(연) 4.49조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으로도 칭함) 소속 출연(연)이
0.58조원 순
∙ 대학의 투자 비중은 23.8%(전년대비 0.3% p 감소)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집행액은 5,809억
원 증가
※ 대학 투자 비중(%) : (’19년) 24.4 → (’20년) 24.1 → (’21년) 23.8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비중은 24.8%(전년대비 0.5% p 증가)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중견기업은 6.1%
전년대비 1% p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2.1% p 증가하였음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비중(%) : (’19년) 21.9 → (’20년) 24.3 → (’21년) 24.8

∙ 대기업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 전년과 동일한 비중(1.6%)을 차지하였으나 금액은 507억 원 증가

[그림 4] 연구수행 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19-2021

2) 출연(연) 유형은 다음처럼 3가지로 구분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포함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26개 기관
- 부처 직할 출연(연): 특정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등)을 포함한 부처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47개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를 포함한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의 27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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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개발 단계별 집행 현황
기초연구가 27.5%(5조 3,068억 원)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수준이며, 응용연구 23.6%(4조 5,620
억 원), 개발연구 48.9%(9조 4,566억 원) 차지

주) ’18년부터 출연(연)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을 ‘운영경비(인건비+경상경비)’와 ‘주요 사업비(직접비)’로 분리함에 따라 기존 과제 내
인건비, 경상경비가 ‘기타’로 분류되어 ’18년 전후 연구개발 단계 비중 단순 비교 불가

[그림 5] 연구개발 단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17-2021

’21년도 세부과제 지원 유형별 집행 현황은 상향식 연구(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가 52.0%(13조 8,159억
원), 하향식 연구가 48.0%(12조 7,631억 원)을 차지
∙ 전년대비 상향식 과제의 집행액은 10.8%(1조 3,436억 원), 하향식 과제는 11.9%(1조 3,550억 원) 증
가하였으며, 상향식 과제유형에서 자유공모형이 6.6%(4,346억 원), 품목지정형이 15.5%(9,090억
원) 증가
연구단계별로는 기초연구는 자유공모형(상향식) 과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기초연구는 자유공모형(46.0%, 2조 5,005억 원)을 중심으로, 응용연구(45.1%, 2조 1,420억 원)와 개
발연구(41.4%, 3조 4,615억 원)는 하향식 위주로 집행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하향식이 4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표 1> 세부과제 지원 유형별 연구개발 단계 집행 규모(2021년)
(단위: 억원, %)

기초연구
금액
비중
상
향
식

응용연구
금액
비중

개발연구
금액
비중

기타
금액

금액

합계
비중

자유공모형

25,005

46.0

5,269

10.6

23,621

24.7

16,407

70,303

26.5

품목지정형

6,258

14.1

18,930

44.4

36,329

33.9

6,340

67,857

25.5

21,805

39.9

21,420

45.1

34,615

41.4

49,790

127,631

48.0

53,068

27.5

45,620

23.6

94,566

48.9

72,537

265,791

100.0

하향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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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술 분류별 집행 현황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 분야별 집행 규모는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보건의료 등의 순
∙ 기계 17.4%(4조 3,597억 원), 정보･통신 11.2%(2조 8,074억 원), 전기･전자 10.1%(2조 5,384억 원),
보건의료 9.6%(2조 4,098억 원) 등의 순임
∙ 과학기술융합 분야 세부과제의 집행액4)은 전년대비 8,217억 원(25.6%) 증가한 4조 255억 원
(16.0%)이며, 에너지/자원(28.9%), 생명과학(28.2%), 화학공학(27.4%) 등의 분야에서 융합이 활발

주) 기타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연구분야 중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인문/사회학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기술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그림 6] 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비중, 2021

[그림 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별 단일 분야와 융합 분야 집행 비중, 2021

3) 기술 분류(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연구분야, 미래 유망 신기술(6T)분야, 중점과학기술)별 집행 현황 분석은 ’21년도 전체 74,745개의 세부과제 중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의 67,833개의 세부과제(25조 1,274억 원)가 분석 대상임
4) 융합 기술은 “NT, BT, IT 등의 신기술 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해서 미래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국가융합
기술 발전 기본계획, 2008)을 의미하며, 두 개 이상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 분야 대분류에 해당하는 과제만 융합 분야 과제로 분류하여 산출(단, ‘기타’는 하나의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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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학기술5)별 집행 규모는 생명･보건의료, ICT･SW, 에너지･자원, 기계･제조 등의 순
∙ 생명･보건 의료분야(2조 8,880억 원, 18.2%), ICT･SW 분야(2조 8,411억 원, 17.9%), 에너지･자원
분야(2조 856억 원, 13.2%), 기계･제조(1조 5,485억 원, 9.8%) 등의 순으로 집행 규모가 큼

[그림 8] 중점과학기술별 집행 현황, 2021

미래 유망 신기술(6T) 분야별 집행 규모는 IT 분야, BT 분야, ET 분야 등의 순
∙IT 분야(4조 9,004억 원, 19.5%)가 가장 많으며 BT 분야(4조 7,766억 원, 19.0%), ET 분야(3조 3,993
억 원, 13.5%) 순이며, 전년대비 6T 별 증감액은 BT 분야(6,513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ET 분야(6,255
억 원), IT 분야(5,836억 원), NT 분야(1,614억 원), CT 분야(776억 원), ST 분야(△963억 원) 순임

[그림 9] 미래 유망 신기술(6T) 별 집행 추이, 2017~2021
5)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경제･사회･과학기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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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적용분야별 집행 현황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집행 비중은 공공분야 65.0%(17조 2,894억 원), 산업분야 35.0%(9조 2,896
억 원)으로 ’19년부터 산업분야의 집행 비중 지속 증가
∙ 공공분야는 국방(4조 1,229억 원, 23.8%)과 건강(2조 1,665억 원, 12.5%), 지식의 진보(비목적 연구)
(2조 1,494억 원, 12.4%) 등의 순이며, 산업분야의 전반적인 투자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비중 감소(△
1.5% p)
※ 공공분야 투자 비중(%): (’19년) 67.7→ (’20년) 66.5 → (’21년) 65.0

∙ 산업분야는 농업, 임업 및 어업(1조 2,354억 원, 13.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조 1,774억 원, 12.7%), △전기 및 기계장비 제조업(1조 305억 원, 11.1%) 순

[그림 10] 공공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20-2021

[그림 11] 산업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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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역별 집행 현황6)
’21년 지역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8조 2,092억 원(33.9%), 지방 16조 33억 원(66.1%), 대전, 6조 8,208
억 원(28.2%)의 연구비 집행,
∙ 지방R&D7)의 집행 비중은 지난 5년간(’16~’20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1년 66.1%로 감소
※ 수도권 R&D 집행 비중 : (’19년) 32.6% → (’20년) 31.7% → (’21년) 33.9%
※ 지방 R&D 집행 비중 : (’19년) 67.4% → (’20년) 68.3% → (’21년) 66.1%
- 대전 R&D 집행 비중 : (’19년) 28.6% → (’20년) 28.7% → (’21년) 28.2%

[그림 12]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17-2021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집행 비중 상위 3개 지역은 대전광역시(6조 8,208억 원, 28.2%)와 서울특별시(4조 8,767
억 원, 20.1%), 경기도(2조 8,082억 원, 11.6%)
∙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을 제외하면, 경상남도(1조 9,628억 원, 8.1%)가 가장 많으며 부산(1
조 2억 원, 4.1%), 전라북도(9,296억 원, 3.8%) 등의 순
∙ 전년대비 집행액은 서울특별시(7,052억 원, 16.9%), 대전광역시(3,076억 원, 4.7%), 경기도(2,471억
원, 9.6%), 세종특별자치시(718억 원, 13.9%), 충청남도(552억 원, 9.4%) 순으로 증가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응자금(matching-fund)8)을 통한 집행액은 현금 1조 2,832억 원, 현물 1조 4,302억
원으로 총 2조 7,134억 원
∙ 17개 시･도별 집행액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5,025억 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4,836억
원), 대전광역시(3,005억 원), 경상남도(2,065억 원) 등의 순임
6) 지역별 집행 현황 분석은 지역 구분이 수도권, 지방으로 분류가 가능한 세부과제가 분석 대상이며 2021년도에는 24조 2,125억 원이 대상 금액(지역 구분이 ‘해외’ 또는
‘기타’인 경우는 제외)
- 기타는 과제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 수행되어 지역별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 2008년까지 분석 대상에서 기금이 제외되었으나, 2009년부터 기금을 포함하여 분석
- ’13년 지역 분류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
7) 지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대전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의 14개 광역자치단체로 분류
8) 2011년까지는 대응자금 중 현금만 분석(대응자금 중 현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나, 2012년부터 대응자금의 현물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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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구비 규모별 집행 현황9)
’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 원으로 전년대비 9.4% 증가
∙ ’21년도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9.4%(0.3억 원) 증가한 3.6억 원
※ 과제 당 연구비(억 원): (’17년) 3.2 → (’18년) 3.1 → (’19년) 2.9 → (’20년) 3.2 → (’21년) 3.6

∙ 연구비 구간별로는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24.7%, 18,483건)의 비중이 가장 크며, 1억 원 이상~2
억 원 미만(20.6%, 15,429건), 3천만 원 미만(14.1%, 10,533건) 등의 순
∙ 연구비 총 규모는 10억 원 이상의 연구과제가 전체 연구비의 59.7%를 차지하는 반면, 1억 원 미만의
과제는 연구과제 수는 49.8%를 차지하나 집행연구비 규모는 6.4%에 불과함
∙ ’20년 대비 2억 원 이상의 세부과제 수행 비중은 증가하고, 5천만 원 미만의 세부과제 수행 비중은 감소
※ 5천만 원 미만: (’20년) 23,194건(31.6%) → (’21년) 18,740건(25.1%), 2억 원 이상 : (’20년) 18,370건(25%) → (’21
년) 22,093건(29.6%)

[그림 13] 연구비 규모별 세부과제 수와 연구비 집행 현황, 2021

[그림 14] 연구비 규모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수 비중 추이, 2017-2021
9) 과제 당 연구비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의 세부과제가 분석 대상(2021년은 74,7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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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제공동･위탁 연구 현황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분석 대상 세부과제(67,833개)의 0.3%(226개)에서 291건의 국제 공동･위탁 연구 수행
∙ 국제 공동연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년대비 28%(89건) 감소한 229건, 국제 위탁 연구는 전년대비
71.3%(154건) 감소한 62건으로 산업부(143건, 49.1%)와 과기정통부(114건, 39.2%)에서 대부분
의 국제 공동･위탁 연구 수행

[그림 15] 부처별 국제 공동･위탁 연구 총괄 현황 추이, 2019-2021

국제 공동･위탁 연구의 국가별 수행 건수는 미국이 121건(61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독일 25건(14억
원), 캐나다 21건(16억 원), 일본 15건(5억 원) 순
∙전년대비 국제 공동･위탁 연구는 미국(142건 감소), 중국(19건 감소) 등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며, 국제
공동연구에서 국제 협약이 70.3%(161건)으로 가장 많으며 정보교환 21.8%(50건), 외국 연구자 유치
7.9%(18건) 순임

[그림 16] 부처별 국제 공동･위탁연구 총괄 현황 추이, 2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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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연구책임자 현황10)
’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는 총 49,025명이며, 최근 5년간(’17~’21년) 연평균 4.9% 증가
∙ 총 연구책임자(49,025명) 중 남성 연구책임자 40,337명(82.3%), 여성 연구책임자 8,688명(17.7%)
※ 연구책임자 수(명) : (’17년) 40,546 → (’18년) 43,254 → (’19년) 44,578 → (’20년) 46,937 → (’21년) 49,025

∙ 최근 5년(’17~’21년) 간 연구책임자의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 7.4%, 남성 4.4%으로 연구책
임자 중 여성 비중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따라 증가 추세
∙ ’21년도 연구책임자의 전체 평균연령은 47.7세이며 성별 연구책임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48.6세, 여성
43.5세이며, 연령별 연구책임자는 41~50세(18,938명, 38.6%)가 가장 많으며, 51~60세(14,559
명, 29.7%), 31~40세 (9,972명, 20.3%) 등의 순임
※ ’21년 연령별 연구책임자 비중 : 30세 이하(2.6%, 1,292명), 31~40세(20.3%, 9,972명), 41~50세(38.6%,
18,938명), 51~60세(29.7%, 14,559명), 61세 이상(8.7%, 4,264명)

[그림 17] 성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2017~2021

연구 수행 주체별 연구책임자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가장 많으며, 전년대비 중소기업의 연
구책임자 수가 대폭 증가
∙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 수가 25,588명(51.4%)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 14,140명
(28.4%), 출연(연) 4,417명(8.9%) 등의 순임
∙ 최근 5년간(’17~’21년) 연구 수행 주체별 연구책임자 연평균 증가율은 기타(11.3%), 중견기업
(9.9%), 대학(5.5%), 출연(연)(5.1%), 중소기업(4.0%), 대기업(3.2%)은 증가한 반면, 정부부처(△
0.8%), 국공립연구소(△0.2%)는 감소

10) 연구책임자 현황은 인문사회 분야,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 연구책임자 정보가 비밀인 세부과제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 세부과제가 분석 대상(2021년의 경우에는
67,171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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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
’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8.2%(0.33억 원) 증가한 4.3억 원
∙ 전년대비 과학기술 분야의 세부과제 총 집행액은 13.8% 증가11)한 데 비해, 연구책임자는 4.5% 증가함
에 따라 연구책임자 당 연구비는 증가
∙ 성별 연구책임자 당 연구비는 남성 4.76억 원, 여성 2.17억 원으로 전년대비 남성이 0.42억 원(9.7%)
증가, 여성은 △0.08억 원(3.4%) 감소
∙ 최근 5년간(’17~’21년) 연구책임자 당 연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3.3% 수준으로 성별 연구책임자 당
연구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3.8%, 여성 1.3% 증가

[그림 18] 성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2017~2021

연구비 규모별 연구책임자 분포를 살펴보면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25.0%, 12,261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20.2%, 9,880명), 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19.9%, 9,773명),
5억 원 이상(17.6%, 8,613명) 등의 순임
신진 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는 1.48억 원으로 전년대비 △2.9%(0.04억 원) 감소
∙ 성별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를 살펴보면 남성은 1.68억 원, 여성은 1.01억 원으로 전년대비 남성이
△0.09억 원 감소, 여성이 0.06억 원 증가
∙ 최근 5년간(’17~’21년) 신진 연구자 당 연구비의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5.8%), 여성(1.4%) 모두
증가
연구책임자 전공은 공학 전공자가 21,803명(44.5%), 학위는 박사가 35,828명(73.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남성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공학 전공자(20,295명, 50.3%)가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은 이학 전공자
(3,067명, 35.3%)가 가장 많음
∙ 최근 5년간(’17~’21년) 박사학위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년 여성 연구책
임자 박사학위자 비율은 18.6%였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년에는 20.4%를 차지

11) ’21년 인문사회 분야, 국방 분야를 포함한 전년대비 총 집행액 증가율은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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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정리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은 26조 5,791억 원(1,181개 사업, 74,745개 세부과제)으로 전년대비
11.3%증가 하였으며, 최근 5년간(’17~’21년) 연평균 8.2% 증가
∙ 주요 5개 부･청(과기정통부, 산업부, 방사청, 교육부, 중기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의
78.3%(20조 8,128억 원)를 차지
∙ 연구 수행 주체별로는 출연(연)(9조 6,058억 원, 36.1%)의 집행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6조
3,317억 원, 23.8%), 중소기업(4조 9,721억 원, 18.7%) 등의 순임
’기초연구가 27.5%(5조 3,068억 원)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수준이며, 자유공모형(상향식) 과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기초연구는 자유공모형(46.0%, 2조 5,005억 원)을 중심으로, 응용연구(45.1%, 2조 1,420억 원)와 개
발연구(41.4%, 3조 4,615억 원)는 하향식 위주로 집행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별로는 기계, 6T 분야별로는 IT 분야, 중점과학기술별로는 생명･보건 의료에서 주로 집행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별로는 기계 17.4%(4조 3,597억 원), 정보･통신 11.2%(2조 8,074억
원), 전기･전자 10.1%(2조 5,384억 원), 보건의료 9.6%(2조 4,098억 원) 등의 순임
∙ 6T 분야별로는 IT 분야(4조 9,004억원, 19.5%)가 가장 많으며 BT 분야(4조 7,766억 원, 19.0%), ET
분야(3조 3,993억 원, 13.5%) 순
∙ 중점과학기술별로는 생명･보건 의료 분야(2조 8,880억 원, 18.2%), ICT･SW 분야(2조 8,411억 원,
17.9%), 에너지･자원 분야(2조 856억 원, 13.2%), 기계･제조(1조 5,485억 원, 9.8%) 등의 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별 집행 비중은 공공분야 65.0%, 산업분야 35.0%
∙ 산업분야의 전반적인 투자 확대에 따라 산업분야의 집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전년대비 1.5%p증
가)
지방(대전 제외)의 집행 비중이 37.9% 수도권은 33.9%이며, 대전은 28.2%의 순
∙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본격적인 지방이전 등에 따라 지방의 R&D 집행은 지속적으
로 증가 추세였으나 ‘21년은 전년대비 1.7% p 감소
’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 원으로 전년대비 9.4% 증가
∙ ’20년 대비 2억 원 이상의 세부과제 수행 비중은 증가하고, 5천만 원 미만의 세부과제 수행 비중은 감소
∙ 연구비 총규모는 10억 원 이상의 연구과제가 전체 연구비의 59.7%를 차지하는 반면, 1억 원 미만의
과제는 연구과제 수는 49.8%를 차지하나 집행 연구비 규모는 6.4%에 불과함
’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는 총 49,025명이며, 최근 5년간(’17~’21년) 연평균 4.9% 증가
∙ 연구책임자 중 남성은 40,337명(82.3%), 여성은 8,688명(17.7%)이며, 최근 5년간(’17~’21년)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 7.4%, 남성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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