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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원천은 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활용
○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계획･사업을 통해서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기본계획(’19~’23)」 등 다양한
중장기 계획과 정책 방안을 수립하여 과학 기술인력양성을 추진 중

□ 과학기술인력 관련 다양하게 제기되는 이슈 및 정책수요에 대한 근거 기반의 객관적 분석 및 시의적
대응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
○ 도출된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제시를 위해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 등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인력 정책 수요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체계적인 과학기술인력정책 수립 지원 및 정책 수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기반
강화가 필요하며, 2021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다음 과제들의 추진이 필요함
○ ’21년 수립된 제4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뿐 아니라 과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요
과제 중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이슈를 당해 추진할 주요 세부 과제로 선정
○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
- 이공계지원 특별법 후속 연구
- 핵심인재 유지･보호 방안 수립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체계 운영 및 콘텐츠 생산
<참고> 시행계획, 통계조사(실태조사, 수급전망),
종합정보시스템 등 본 과제 추진과 관련된 근거 법령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4조,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매년)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이공계인력 종합정보체계 구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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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목표 및 내용

[그림 1-1] 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및 통계 조사분석 사업 연구의 틀
○ 하나의 과제로 추진되던 ‘과기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 운영’ 과제와 ‘과기인력 통계 조사･분석’
과제의 분리 추진으로 유기적인 연계 체계는 유지하되 올해 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는 정책기획과
종합정보시스템 등 두 영역으로 수행

□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
별위원회 심의･의결, ’22.4.7)
- 제4차 과기인재 기본계획(’21~’25)의 ’21년도 실적 점검 추진 및 ’22년도 시행계획 수립
※ 비법정계획인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18~’22)」의 ’21년도 실적점검 및 22년 성과
목표 계획은 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
- ‘공과대학 혁신방안’ 등 현재까지 추진된 이공계 대학 혁신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이행현황 검토･분석
및 이공계 대학 관련 현황 분석 등을 기반으로 개선과제 후보 발굴 추진 및 산･학･연 현장의견
수렴･반영 등을 통해 교육부-과기정통부 공동으로 「이공계 대학 혁신 지원 방안(안)」 마련
○ 이공계지원 특별법 후속연구
- 이공계인력 지원의 법적 토대 강화를 위한 정책이슈 및 ｢이공계지원법｣의 개정수요 발굴
※ 정책이슈별 개정의 필요성, 개정내용 구체화, 기대효과 작성 및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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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 추진
○ 핵심인재 유지･보호 방안 수립
-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핵심 기술･인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핵심 인재 유지･보호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체계 운영 및 콘텐츠 생산
- 과학기술인력 관련 국내외 통계･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업데이트 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제공형태 다양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운영 장비
유지･보수, 콘텐츠 고도화, 신규기능 개발 등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추진

- 5 -

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제3절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 제4차 과기인재 기본계획 내 신규 정책 이슈에 대한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간 협력 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현장･서면 자문, 워크샵, TF 운영 등을 실시하고, 종합정보 시스템의 성과
확산을 위한 이용자 맞춤형 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

□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 관계부처･지자체 간 협의･조정을 통해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의 ’21년도
추진실적 점검･성과현황 분석 추진 및 ’22년도 시행 계획 수립
○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
- 이공계 대학 관련 각 현황 분석 및 이공계 대학 혁신을 위한 TF 구성･운영 등과 더불어 산･학･연
전문가 자문 그룹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공계 대학 혁신 지원 방안(안)」 마련
- 현재까지 추진된 이공계 대학 혁신 관련 현황 분석･진단을 토대로 후보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적인
이슈별 심층 분석, 전문가 회의, 워크샵, 총장･공대･자연대 학장, 산단장 협의회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국과심 미래인재특위(21.12.29)를 통해 확정
○ 이공계지원 특별법 후속연구
- 이공계지원법 개정의 정책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산･학･연 과학기술종사자 및 연구자 대상 전문가
회의 개최
- 이공계인력, 연구개발활동 관련 현황분석 및 문제점 진단,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개정방향 설정
-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이공계인력 정책집행자(공무원 등) 현장의견 수렴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
실시
○ 핵심인재 유지･보호 방안 수립
- 국내외 핵심인재 보호 조치 관련 해외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현장의 법･제도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여 핵심인재 유지보호 방안 도출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체계 운영 및 콘텐츠 생산
- 과학기술인력 관련 국내･외 최신 통계･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업데이트 체계 구축, 이용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 뉴스레터, 서포터즈 운영 등 정책고객의 이용 활성화 추진
- KISTEP 총무전산실(내부)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 기관(외부 전문 IT업체)과 공동으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추가 장비구축 및 콘텐츠 고도화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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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제 총괄
- 과제 추진 기본 방향 제시
- 제4차 과기인재 기본계획 법정･비법정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상정
- 과학기술인력 종합정보시스템 총괄 등

□ KISTEP
○ 정책분석팀
- 기본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안 마련
- 과학기술인력 관련 계획･사업･제도 분석, 주요국 동향 수집･선정･조사･분석
- 과학기술인력 정책이슈 발굴 및 심층분석 지원 등
○ 정보확산팀
- 과학기술인력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총괄
- 정책분석팀에서 산출된 결과물의 탑재 및 확산 등

□ 자문단
○ 인재정책, 교육, 노동, 통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고려하여 자문단을 구성
○ 세부 과제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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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제1절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제2절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
제3절 이공계지원 특별법 후속연구
제4절 국가 핵심기술인력 육성･보호 방안 수립 연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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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제1절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1. 시행계획 수립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대전환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을 위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1~’25)」수립(’21.2.25.)
※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4조

○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탄한 기초역량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 육성･지원에 중점
○ 또한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하여 재직 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여성 등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방안 마련

□ 제4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공계지원특별법(제5조)에 의거하여 ’21년도 실적을 점검하고
’22년도 시행계획을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
<표 2-1>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중점 추진과제
【전략 1】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전략 2】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전략 3】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기반 확충

【전략 4】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1-1 초･중등 수･과학 및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
1-2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발굴 및 유입 촉진
1-3 이공계 대학생의 변화대응역량 강화
2-1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기반 구축
2-2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지원 강화
2-3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양성
3-1 과학기술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
3-2 현장 수요 기반 디지털･전문 역량 제고
3-3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진출 활성화 체계 마련
3-4 고경력･핵심 과학기술인 역량 활용 고도화
4-1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활성화
4-2 산학연 간 인재 유동성 확대
4-3 과학과 사회 간 소통 강화
4-4 이공계 법･제도 인프라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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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추진실적 점검
1) 대상사업 및 추진기관
□ (대상사업) 제4차 기본계획의 4대전략 및 14개 중점추진과제 관련 309개 세부과제(※ 중앙행정기관
206개, 지방자치단체 103개 과제)
□ (추진기관) 1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 과기정통부 109개(53%), 교육부 33개(16%), 산업부 13개(6%), 고용부 12개(6%), 중기부 10개(5%),
복지부 9개(4%) 등 과제 추진

<표 2-2> ’21년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기관 현황
추진 기관

기관별 과제현황(괄호는 과제 수)

중앙행정기관
※ 15개 부처, 206개 과제

과기정통부(109), 교육부(33), 산업부(13), 고용부(12), 중기부(10), 복지부(9), 특허청(6), 국토부
(4), 농식품부(2), 환경부(2) 법무부(2), 여가부(1), 해수부(1), 인사처(1), 산림청(1)

지방자치단체
서울(7), 부산(6), 인천(5), 대구(7), 울산(8), 광주(3), 세종(3), 대전(7), 강원(7), 경기(4), 충남(4),
※ 17개 시･도, 103개 과제 충북(9), 경남(11), 경북(8), 전남(5), 전북(5), 제주(4)

2) 총괄 실적
□ (’21년 예산) 총 5조 1,359억원 투자(중앙행정기관 5조 852억원, 지방자치단체 507억원)
○ (전략별)

전략1

미래인재양성 1.1조원(21%),

기반구축 0.5조원(10%),

전략2

청년･연구자 성장 3.4조원(66%),

전략3

과학기술인활약

전략4

인재생태계 강화 0.2조원(4%) 투자

○ (기관별) 과기정통부 2.8조원(54%), 교육부 1.4조원(28%), 고용부 0.3조원(7%) 산업부 0.2조원(4%)
순으로 투자
○ (유형별) 연구개발 2.3조원(44%), 교육훈련･연수 0.8조원(16%), 정보인프라 0.8조원(15%) 등에 투자

<표 2-3> 전략･추진기관별 투자 현황(’21년)
구분

중앙
부처
(투자액/
과제수)

유형

미래인재양성

청년･연구자 성장

과학기술인
지속활약
기반구축

계속

4,869억원(43개)

3조 3,669억원
(64개)

3,891억원(35개)

1,792억원(36개)

4조4,221억원
(178개)

신규

2,005억원(9개)

100억원(3개)

981억원(6개)

14억원(3개)

3,100억원
(21개)

종료

3,489억원(4개)

-

-

42억원(3개)

3,532억원
(7개)

소계

1조 364억원
(56개)

3조 3,769억원
(67개)

4,872억원
(41개)

1,848억원
(42개)

5조 852억원
(2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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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자체*
(투자액/
과제수)

유형

미래인재양성

청년･연구자 성장

과학기술인
지속활약
기반구축

계속

139억원(30개)

82억원(12개)

23억원(12개)

175억원(23개)

419억원(77개)

신규

-

-

-

-

-

종료

75억원(16개)

10억원(5개)

4억원(4개)

(1개, 예산미반영)

88억원 (26개)

소계

214억원(46개)

92억원(17개)

27억원(16개)

175억원 (24개)

507억원 (103개)

1조 578억원
(102개)

3조 3,861억원
(84개)

4,899억원
(57개)

2,022억원
(66개)

5조 1,359억원
(309개)

합계

인재생태계 강화

합 계

* 중앙정부 매칭과제는 지자체의 순 투자액(지방비)만 합산

□ (추진성과) 성과점검 대상 과제의 86%(254개)가 성과목표 달성
○ 총 294개 세부과제* 중 254개(86%)가 성과목표 달성, 40개(14%) 과제는 미달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의 사유로 성과 달성률 80% 미만인 과제(8개)는
개선사항 마련 등 후속조치･모니터링 추진

<표 2-4> 전략별 추진성과 현황(’21년)
실적달성률

100%

100%미만∼80%

80% 미만

합계

합계

254

32

8

294*

* 전체 309개 세부과제 중 ’22년 신규, 예산 미반영, 실적집계 미완료 과제(15개)를 제외한 294개를 대상으로 성과점검 실시

○ 분석대상 성과지표는 총 461개이며 정량지표*는 446개(97%), 정성지표** 15개(3%)로 구성
* 정량지표는 인력양성 수 등 양적지표와 추진과제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영향력 지수 등도 포함
** 법령･제도 개선 및 정비 등 포함

○ (인력양성 규모) 초･중･고 18.2만명, 대학생은 5.2만명, 재직과학기술인 0.7만명 순으로 양성
※ 해외인재는 ’21년 기준 1,455명 규모로 인력양성 추진(중점과제 4-1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활성화」별도
산출)

<표 2-5> ’21년 인력양성 수
지원대상

’21년 인력양성 수 (명)

① 초･중･고

182,368

② 대학생

51,518

③ 쳥년연구자

2,635

④ 재직과학기술인

7,025

⑤ 여성･고경력과학기술인

3,545

⑥ 기타 및 지원대상복수

721,040
총합계

96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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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과) 고용연계 세부 추진과제 32개이며, 이 중 77%(23개) 과제가 목표대비 성과 달성*
* 성과달성률 : 80~100%미만 6개(20%), 80% 미만은 1개(3%)
※ 목표대비 성과를 100% 달성하지 못한 사유는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의 부족 및 COVID-19로 인한 훈련생
모집 등 운영상 제약

○ (대상별 취업률) 직업계 고등학생 97.9%, 대학생 77.3%, 청년연구자 68.4%

<표 2-6> 고용관련 과제 취업률 현황
지원대상

’21년 취업률 (%)

① 직업계 고등학생

97.9

② 대학생

77.3

③ 쳥년연구자

68.4

④ 재직과학기술인

-

⑤ 여성･고경력 과학기술인

-

⑥ 기타

76.4

<표 2-7> 참고: 고용 연계 성과 현황(’21년)
고용 연계 성과(’21년)

연번

세부추진과제명

부처/지역

R&D 여부

1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운영

과기정통부

①R&D 사업

2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과기정통부

①R&D 사업

연수생 취업률(%)

3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교육부

①R&D 사업

4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 대학
육성

교육부

5

대학연구소의 독립적･자율적
운영 지원

6

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률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
27,805 27,998
수혜자 수(명)

100%

74

67.2
(집계중)

91%

참여 학생 수(명)

1,260

1,329

100%

①R&D 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채용약정
학생 수(명)

8,205

8,885

100%

교육부

①R&D 사업

취업률(%)

55

51

92%

이공계 석박사 과정생 경력개발
컨설팅

과기정통부

①R&D 사업

경력개발 멘토링 서비스
만족도(점)

82

93

100%

7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한국형 I-corps)

과기정통부

①R&D 사업

예비 창업인력 양성 수(명)

313

370

100%

8

산학협력기반 박사후연구원
중심 연구단(KIURI) 지원 확대

과기정통부

①R&D 사업

참여 연구원(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수(명)

92

92

100%

9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에너지인력양성사업)

산업부

①R&D 사업

에너지분야 취업률(%)

67

68

100%

10

우주분야 전문인력, 혁신형
의사과학자

과기정통부

①R&D 사업

우주기술 전문연수
취업률(%)

45

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공학연구팀)

과기정통부

①R&D 사업

여대학원생 과학기술분야
취업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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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세부추진과제명

부처/지역

R&D 여부

12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산업부

13

대체인력 지원 강화(인력 풀
구축)

14

고용 연계 성과(’21년)
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률

①R&D 사업

신진여성연구인력 취업지원
고용유지율(%)

65

79

100%

과기정통부

①R&D 사업

휴직자 복직 후
고용유지율(%)

78

67

85%

SW미래채움센터

과기정통부

②비R&D 사업

SW 강사양성(명)

80

84

100%

15

SW 마이스터고

과기정통부

②비R&D 사업 졸업생 전공(IT)취업률(%)

92

98

100%

16

SW마에스트로

과기정통부

②비R&D 사업

SW마에스트로과정
교육수혜자수(명)

150

150

100%

17

K-Shield 주니어

과기정통부

②비R&D 사업

K-Shield 교육 수료생
교육과정 만족도 (점)

85

87

100%

18

차세대 보안리더

과기정통부

②비R&D 사업

차세대 보안리더 수혜자
수(명)

190

196

100%

19

디지털콘텐츠 인력양성

과기정통부

②비R&D 사업 당해연도 인력양성 인원(명) 1,400

1,641

100%

20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

과기정통부

②비R&D 사업

18

18

100%

21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

교육부

②비R&D 사업 창업교육 강좌 만족도 (점)

89

79

89%

22

중소기업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중기부

②비R&D 사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입학생 수(명)

70

91

100%

23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교육부

②비R&D 사업

기술 창업률(%)

31

37

100%

70

70.83
('21.11
월기준)

100%

기술사업화 성공률(%)

24

데이터융합인재(청년인재)

과기정통부

교육 수료생(취업이 가능한
졸업예정자에 한함)
②비R&D 사업
취업률(%)

25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

과기정통부

②비R&D 사업

핀테크 아카데미 인력양성
수(명)

440

504

100%

26 유망분야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중기부

②비R&D 사업

예비창업자창업성공률(중
단 및 중도포기자 제외)(%)

97

사업
진행중

-

27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복지부

②비R&D 사업

전일제 졸업자
취업률(누적)(%)

85

90

100%

28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복지부

②비R&D 사업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운영(개)

3

3

100%

29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지원

복지부

②비R&D 사업

바이오의약품 분야
취업률(%)

70

64

91%

30

K-Digital Training

고용부

②비R&D 사업

K-Digital Training
훈련참여 인원(명)

31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과기정통부

②비R&D 사업

인력양성 수(명)

32

일-생활 균형 근로환경
구축(육아 환경 개선)

고용부

②비R&D 사업 대체인력 채용지원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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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추진실적
□ (전략1)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초･중등 수･과학 및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
○ 탐구 중심 수학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젝트형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운영* 및 초･중등 수학역량
강화 중장기 방안** 마련
* 부산대 산업수학센터 연계 프로그램(4개 프로젝트, 12개 주제) 개발 완료 및 무한상상실 인프라 활용 산업 수학
탐구과제 운영(145명 참여)
**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학역량 강화 지원방안」 미래인재특위 심의･의결(’21.6.)

○ 과학문화 격차 해소와 탐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기반 과학 체험･창작 공간 확대* 및 지능형
과학실 구축･운영**
* 권역별 이동형 무한상상실 운영기관 및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 수:
무한상상실 (’20) 5개소 → (’21) 7개소, 생활과학교실 (’20) 33개소 → (’21) 34개소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창작 커뮤니티 운영기관 수: (’20) 8개소 → (’21) 10개소
**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구축･운영 수: 71교(신규: 25교, 계속: 46교)

○ 고용량･고품질의 교육 콘텐츠 활용을 위한 주요학습공간 개선･확대* 및 첨단기술 기반 교수학습
지원을 통한 교원 전문성 강화**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모델학교 운영 수 : (‘20) 6교 → (’21) 13교
기가급 고성능 무선망 구축물량(누적) : (’20) 8만실 → (’21.6.) 31.2만실
AI교육 선도학교 수 : (’20) 247교 → (’21) 566교
** 학교와 대학･기업･지역사회를 연결한 과학교육 협력체계(스타브릿지) 운영방안 도출 (’21) 및 예비교원 대상
해커톤 방식의 SW･AI수업 설계대회(‘SW･AI 에듀톤 대회’) 개최 (’21)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발굴 및 유입 촉진
○ 과학영재교육 수혜대상 다양화를 통한 잠재영재 발굴･양성 강화 및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준 마련
※ STEM생각교실: (’20) 8개 기관 운영, 3,499명 수혜 → (’21) 10개 기관 운영, 5,000명 수혜
※ 잠재영재 발굴 위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先교육 後선발, 장기관찰기반 학생 선발 등 추진 (’21)

○ 최신 기술(VR 등)을 활용한 직업 체험형 콘텐츠 확대 및 진로･직업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 미래 직업 발굴 및 최신 기술(VR 등) 기반 체험형 콘텐츠 수: (’21) 2건

○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차세대영재기업인 수료생 네트워크
체계 구축 완료**
* 학교급별 창업영재 창업캠프 9회 개최(’21) 및 비즈쿨 페스티벌 개최(’21.11) 완료
** 수료생 1,000명 돌파에 따른 수료생 네트워크 체계(학술 소모임, 해커톤 개최 등)구축･운영(’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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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생의 변화대응역량 강화
○ 대학의 인재양성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ICT기반 이공계 대학 혁신지원 방안 마련 및
정책자문위원회 개최(4회)
v 과학기술･ICT기반 이공계대학 혁신지원 방안 비전 및 전략
‣ (비전) 대학의 연구성과와 인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
‣ (전략) 디지털 등 신기술 교육혁신/ 대학연구경쟁력 강화 / 대학 發 연구성과의 가치창출 확대
※ 이공계대학 혁신포럼을 통한 정책과제 논의 및 의견수렴
- 대학총장과의 간담회(‘21.12월), 공과대학장 및 자연대학장 협의회(‘21.12월)

○ 과기원 중심의 체험형･문제해결형 수업방식･콘텐츠 혁신 강화* 및 우수 공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
* KAIST 양방향 온･오프라인 융합 실험실습 적용 교과목 수 : (’20) 25개 → (’21) 43개
KAIST 산학협력 인턴십 참가자 수 : (′20) 57명 → (′21) 90명
UNIST AI연계 융합교과목 수 : (’21) 7과목
** 공학교육인증 졸업생 가점부여 기업 수 : (’20) 240개 → (’21) 260개

○ 신기술 개발을 주도할 이공계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SW전문･융합인재 양성체계 활성화*
* SW중심대학 2단계 운영 및 SW전문･융합인재 양성 수 : (’21) 총 41개교, 9,733명
SW마에스트로 수료생 창업 실적 수 : (’20) 110개 → (’21) 121개

○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내 혁신전문 교과목 운영 확대* 및 대학생의 산업체 수요기반
연구과제 신규 지원**
* 신산업분야 혁신 전문 교과목 개설･운영 건 수 : (’20) 938개 → (’21) 1,122개
** 실전문제연구팀(X-Corps+) 연구수행 신규 지원 수 : (’21) 60개팀(미래형 모빌리티 27개팀, AI 및 스마트
팩토리 15개팀, 친환경 에너지 관련 18개팀)

○ 폴리텍대학 내 학과 신설･개편과 연계한 하이테크과정 확대 추진* 및 직무 중심의 고등직업교육
모델 시범운영**
* 폴리텍대학 하이테크과정 수 : (’20) 39개 과정 960명 → (’21) 45개 과정 1,095명
**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 사업 참여 대학 수 : (’21) 5개 대학

○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컨소시엄 선정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및 과기특성화대 통합
교육플랫폼 STAR-MOOC 강좌 개발･운영
* 신기술 분야별 교육과정 개발 수: (’21) 192건
** STAR-MOOC 콘텐츠 개발 과목 수 : (’21) 25개

□ (전략2)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기반 구축
○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지급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잠재력이 우수한 박사과정생의
성장을 위한 연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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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매뉴얼 개정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 지표 마련(‘21)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학생 수 : (’20) 450명 → (’21) 604명

○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개선･인증 연구실 확대를 통한 학생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 안전보험 보상 확대(1억→20억) 및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2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건수 : (’21) 223건

○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대상 과학기술, 융･복합 분야 연구활동 지원 강화* 및 대학 연구소 기반의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 지원 확대**
* 미래인재 및 혁신인재 양성 수: (’20) 17,300명 → (’21) 19,033명
** 대학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수 : (’20) 114개 과제 → (’21) 147개 과제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지원 강화
○ 출연(연)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연수기간 확보 기회 확대* 및 젊은 박사 연구자의 연구정착 등을
위한 신진연구 지원확대･신설**
*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적용 대상 수: (’20) 983명 → (’21) 1,022명
** 박사후연구원 중심 연구단(KIURI) 참여인원 수 : (’20) 68명 → (’21) 92명
세종펠로우십 신규 수혜인원 : (’21) 361명

○ 국가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자 주도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및 융합연구･난제도전 신진
연구지원 강화**
* 개인기초연구 지원규모(지원액): (’20) 1조 2,208억 원 → (’21) 1조 4,770억 원
** 융합난제 연구단 선정･지원 수 : (’20) 2개 → (’21) 5개/ 장기난제 연구지원(KC30사업)지원

○ 신직업 분야 진출 지원 강화 및 혁신적 기술에 대한 창업 사업화 신규 지원
※ 청년대상 융합 프로젝트 기반 데이터 전문교육 인력양성 수: (’21) 558명
창업사업화 신규 지원 예비창업자 수 : (’21) 1,530명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양성
○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글로벌 AI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 신규선정* 및
AI분야 개방형 공동연구체계 신규 운영**
* AI 대학원 신규 선정 : (’21) 2개 대학(서울대, 중앙대)
** 인공지능(AI) 혁신허브 신규 구축(예산규모) : (’21) 4,500백만원

○ 글로벌 SW분야를 주도한 최고 수준의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및 자기주도형 다학제 융합 연구교육과
정 개발･운영**
* SW스타랩(AI･SW 핵심기술 보유연구실) 수혜학생 수 : (’21) 529명
** ICT명품인재양성/ ICT혁신인재4.0 수혜학생 수 : (’21) 294명/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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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바이오･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 확대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 수 : (’20) 에너지융합대학원 등 8개 과제(30.11억원) → (’21) 11개 과제(68.33억원)
※ BIG3 및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양성 사업 규모: (’20) 34개 80,213백만원 → (’21) 41개
96,300백만원

□ (전략3)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기반 확충
과학기술인의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
○ 과학기술인 개인 맞춤 학습지원, 연구현장 지식공유 활동 촉진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학습관리시
스템 및 교육콘텐츠 개발･운영
※ 과학기술인 전문 학습포털 ‘알파캠퍼스’ 구축 (’21)

○ 인문･사회･과학 등에서 다양한 양질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제공 확대* 및 재직자 친화적 수업방식
활용 확산**
* K-MOOC 수강신청 건수 / 만족도 : (’20) 52.2만 건/85.4점 → (’21) 56.8만 건/87.4점
K-MOOC 신규개발 강좌 수 : (’20) 254개 → (’21) 359개
** 매치業 교육과정 학습자 수(누적) : (’20) 2.2만 명 → (’21) 4.8만 명
매치業 이수결과 활용 기업 수 : (’20) 73개 기업 → (’21) 88개 기업

현장 수요 기반 디지털･전문 역량 제고
○ 기업･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AI융합인재 양성 거점 특화 운영* 및 자기 주도 학습 기반의 SW혁신
인재 양성 본격 추진**
*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AI･SW 개발인력 양성 수 : (’21) 8,611명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수혜 인원 수 : (’20) 853명 → (’21) 1,403명

○ 청년 구직자･재직자 대상 디지털 신기술분야 훈련 활성화* 및 디지털 융합훈련 인프라 구축**
* K-Digital Training 훈련 참여인원 수 : (’21) 18,546명
** K-Digital Platform 신규 공동훈련 센터 수 : (’21) 5개소

○ 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 선도인력 육성 기반 마련* 및 주력산업별 AI융합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전략산업 분야 : (’20) 6개 분야 → (’21) 12개 분야
** AI-주력산업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 (’21) 1,266명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진출 활성화 체계 마련
○ 여성과학기술인 생애주기 성장 플랫폼 신규 운영*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D 연구 현장
복귀를 위한 연구과제 지원 확대**
* 여성 과기인 성장지원플랫폼(W-브릿지) 시범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21)
**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수 : (’20) 398명 → (’21) 4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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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지원 강화를 통한 맞돌봄 문화 정착* 및 R&D 전문역량을 보유한
대체인력 활용 지원 규모 지속 확대**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수령 사업주 수: (‘20) 19,862명 → (’21) 27,081명
** R&D 대체인력 지원 대상 수 : (‘20) 41명 → (’21) 83명

○ 코로나19 상황에 지속에 따른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신속 지원*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 재택근무 증빙완화, 임산부, 초등학교 돌봄자녀 근로자 우선 승인 등 지원절차 간소화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수 : (’20) 4,340개사 → (’21) 4,918개사

고경력･핵심 과학기술인 역량 활용 고도화
○ 출연연 우수연구자 정년연장 추진 확대*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기술역량 노하우를 활용한 교육･멘토
링 활성화**
* 출연(연) 정년연장 대상 우수연구원 규모 : (’20) 448명 → (’21) 482명
**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85과제, 상시현장자문 488건 실시, 청소년 과학교육 1,187회 실시 등 (’21)

○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스마트마이스터) 파견 확대* 및 우수 숙련기술
인 대상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마이스터 풀 인원수 / 수혜대상 기업 수 : (’20) 400명/ 779개사 → (’21) 717명 / 811개사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기술 전수 및 컨설팅 수 : (’21) 2,091건

○ 퇴직예정 고경력 과학기술인 규모 증가에 따른 경력개발 자가설계 교육과정 확대･고도화* 및 인력풀
확대** 등을 통한 체계적 경력관리 강화
* 자가설계 교육 횟수 및 수료생 수 : (’20) 1회, 35명 수료 → (’21) 5회(심화1회 포함), 95명 수료
**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풀(ReSEAT) 확보 수 : (’20) 1,159명 → (’21) 1,425명

□ (전략4)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활성화
○ 신산업 분야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공동연구 등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해외 연구자 대상
종합안내포털 신규 구축･운영**
* 해외 연구자 지원 수(BP/BP+) : (’21) 149명/4명
공동연구 성과(SCI(E)급 논문) 수 : (’20) 388건 → (’21) 462건
** 해외 연구자 대상 국내 활동정보 종합안내포털(R&D in Korea) 구축 완료(’21)

○ 혁신성장분야 석･박사학생의 해외 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향상 지속 지원 및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액셀러레이팅･정착 확산
※ 글로벌 핵심인재양성 수 : (’20) 173명 → (’21) 174명
※ 스타트업 경진대회 조성(최종 데모데이 30개팀 선발) 및 해외 스타트업 54개팀 대상 창업 보육･사업화 지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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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간 인재 유동성 확대
○ 공공연 전･현직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 및 소부장 중견기업 현장
컨설팅 지원 신규 추진
※ 공공연 전문인력 114명 중소기업 파견,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기술자문 13건 매칭 (’21)

○ 대학 내 산학연 혁신허브 건축 착수･신규 선정* 및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활용 확대 등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캠퍼스 혁신파크(강원대, 한양대에리카, 한남대) 도시첨단산업단지 건축 착수･입주 기업 지원 및 신규 대상지
2개소(경북대, 전남대) 선정 (’21)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사회관계장관회의, ’21.10.)

과학과 사회 간 소통 강화
○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특별 페이지 운영과 미래세대과학교육 표준 반영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및 과학체험공간 확충･조성**
* 포털 사용자 수 : (’20) 630만명 → (’21) 675만명
** 신규 지역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선정 : (’21) 5개소
과학문화 전문인력 교육과정 : (’20) 5개 과정, 200명 → (’21) 6개 과정, 249명

○ 과학기술인을 위한 복지콤플렉스 건립(공정률 93.8%)으로 과학기술인의 학술활동 및 창업･지식교류
공간 구성
○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월)’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 마련 및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발간*
*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21.5.), 학회용 출판윤리 길잡이(인문사회분야･예체능분야, ’21.6.) 발간

이공계 법･제도 인프라 선진화
○ 대학의 협업･공유 촉진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 및 이공계인력 전주기 관점의 법체계
정비 추진
※ 고등교육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계획 수립(’21.9) 및 개정(’21.9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5)

○ 근거에 기반한 청년인재 정책수립을 위해 국내 대학원의 연구환경* 및 신규 석･박사의 초기경력**
등에 대한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시범)’ 추진(’21년~)
* 이공계대학원 조사 : 국내 150여개 이공계 대학원 내 학생연구원, 계약직 연구인력(포닥 등)의 연구활동 및
처우, 연구장비 및 행정지원 인력현황 등 조사
** 석･박사 추적조사 : 신규 석･박사(포닥 포함) 인력의 교육이력, 학위과정 중 연구성과, 졸업 후 일자리 현황(전공
관련성, 경력경로 등) 및 연구･전문가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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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정책대학원 설립･운영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전문가 양성
※ 충남대, 부경대, 서울대, 아주대 등 4개교 계속 지원(21년 석･박사 입학 85명, 25명 졸업)

3. 2022년도 시행계획(안)
1) 대상사업 및 추진기관
□ 대상사업
○ ‘제4차 기본계획’ 4대 전략 및 14개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22년도에 추진하는 280개(중앙 202개,
지자체 78개) 세부과제*
* ’21년 기준 309개 세부과제 중 ’21년 종료과제 33개 제외 및 ’22년 신규 세부과제 4개 추가

□ 추진기관
○ 15개 부처* 및 17개 지자체**
*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법무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인사처,
특허청, 산림청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세종, 대전,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2) 2022년도 중점 추진방향
□ 제4차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22년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280개 세부과제를 통해 총 8조 843억원*을
투자할 계획
* 중앙부처 8조 424억원, 지자체 419억원
※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지자체 세부과제의 경우, 지자체 순 투자액만 합산

○ 청년･연구자 성장(3조 7,148억원, 46%), 미래인재 양성(3조 4,285억원, 42%), 과학기술인 지속
활약기반(7,309억원, 9%), 인재생태계 조성(2,101억원, 3%) 지원 순으로 투자할 계획
전략분야

① 미래인재

② 청년･연구자

③ 활약기반

④ 인재생태계

합계

중앙부처
(투자액
/과제수)

34,155억원
(52개)

37,058억원
(67개)

7,289억원
(43개)

1,922억원
(40개)

80,424억원
(202개)

지자체
(투자액
/과제수)

131억원
(30개)

89억원
(12개)

21억원
(13개)

179억원
(23개)

419억원
(78개)

합계

34,285억원
(82개)

37,148억원
(79개)

7,309억원
(56개)

2,101억원
(63개)

80,843억원
(2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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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중점 추진방향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대전환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

∙ 미래변화대응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 과학기술인재 규모 지속 유지･확대
∙ 인재유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청년연구자 성장 환경
조성

초･중등 수･과학 및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발굴 및 유입 촉진
이공계 대학생의
변화대응역량 강화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기반 구축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지원 강화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양성
중
점
추
진
과
제

과학기술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
현장 수요 기반
디지털･전문 역량 제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진출 활성화 체계 마련
고경력･핵심 과학기술인
역량 활용 고도화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활성화

과학기술인 활약기반
확충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 학교안･밖 지능형 과학실 구축 및 연계
∙ 초중고 무선망 구축 및 AI교육활동 모델 발굴
∙ 과학영재 연구역량 함양 및 AI 교육체계 마련
∙ 흥미 유발을 위한 심화형 프로그램 신규 운영
∙ 이공계 대학 혁신 제도개선･과제 발굴
∙ 교육과정 공유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강화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 대학원 중심 학사제도 구축 및 안정적 지원
∙ 신진 박사인력 연구역량 강화 지원 확대
∙ 연구자 중심 기초･난제 연구지원 확대
∙ AI･SW분야 고급 연구인력 양성･지원 강화
∙ 신산업분야 혁신인재 지원 강화
∙ 과학기술인 전문학습 포털 구축
∙ 온라인 교육 및 재직자 전환교육 확대
∙ 수요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혁신인재 양성
∙ 기존산업-AI 융합인재 양성 지원
∙ 여성과기인의 성장･진출･복귀 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인력 지원 강화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다양한 활동 지원
∙ 퇴직 예정 과학기술인의 경력설계･체계적 관리
∙ 해외 우수연구자의 유치 및 제도적 지원 강화
∙ 해외 우수기관･인재와의 네트워크 고도화

산학연 간 인재 유동성 확대

∙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현장지원
∙ 대학 내 산학연 혁신허브 구축 및 생태계 조성

과학과 사회 간 소통 강화

∙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및 전문 과학관 건립
∙ 연구윤리 포털운영 강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

이공계 법･제도 인프라 선진화

∙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통계 기반 고도화
∙ ‘과학기술정책 대학원’ 과정 운영･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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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별 시행계획(안)
□ (전략1)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초･중등 수･과학 및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
○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체계 강화

과기부

교육부

- 수학･과학 가상실험 연계 융합 콘텐츠 기획･개발 및 콘텐츠 시범적용 후 효과성 분석
※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수학･과학+X’ 융합 콘텐츠 개발(~’22.11) 및 시범적용(~’22.12)

- 초･중등 학생 대상 체험･탐구 중심의 기초 수학 학습지원 확대 및 교사와 과학기술 전문가 간
교류･협력*을 통한 교육기반･교원 전문성 강화
* 2개 권역별 스타브릿지센터(학교와 과학기술 전문기관 간 교류･협력시스템) 지정 및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확정(’22.上), 스타브릿지센터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22.下)

- 실생활과 연계된 데이터 중심 융합탐구활동이 가능한 지능형 과학실 환경 조성* 및 ‘학교밖 스마트
수･과학실’ 구축･운영 추진
*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신규선정 및 구축 : 신규 50개교(’22.3월 선정)
※ 학교밖 스마트 수･과학실 구축･운영 및 맞춤형 선도･특화 프로그램 개발(’22.上)

○ 디지털 기초 교육확대･활성화

과기부

교육부

- 초･중･고 학교급별 AI 교육내용 기준, 보조교재 개발･보급 및 교육과정･교과 외 활동과의 연계
등을 통한 AI 수업 활성화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모델학교 운영(누적) : (’21) 13개교 → (’22) 16개교
현직교원 SW･AI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 : (’22) 30개

-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육 공간에서 다양한 AI 교육 활동을 선도하는 학교 선정* 확대 및 노후된
학교 공간의 미래학교** 전환 추진
* AI교육 선도학교 수 : (’21) 566개교 → (’22) 1,000개교
** 노후 초･중･고교시설 개축･리모델링 공사 착수 면적 : (’22) 142만㎡

- 정보소외지역 초･중등학생의 SW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채움센터 확대* 및 SW마이스터고
4개교 지속 지원
* SW미래채움센터 : (’21) 10개소 → (’22) 11개소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발굴 및 유입 촉진
○ 과학영재 발굴 확대 및 성장 지원

과기부

교육부

-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운영 혁신 도모 및 과정중심 학생연구(R&E) 지원 고도화, 국제과학올림
피아드 사전교육 강화
※ 선교육 후선발 체계화 및 STEM+I생각교실 확대 운영(‘22), 미래형 교육혁신 선도학교(10개교, 3차년도)에서
개발한 수업모델 확산 및 현장 안착(‘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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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학교･과학고에서의 AI 중점 교육 운영모델 발굴･지원* 및 발명영재를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
기업인으로 육성 강화**
* AI 관련 교과 교육과정 이수 체계 마련(‘22) 및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과학고 2차년도
계획 수립(‘22. 1/4분기)
**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수료생 네트워크(ACCEL) 운영 강화(’22)

○ 우수인재의 이공계유입 확대 및 심화교육 제공

과기부

고용부

중기부

특허청

- 학습자가 몰입할 수 있는 최신 기술(VR 등) 적용 및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등을 적용한 직업체험
콘텐츠 지속 개발･운영
※ 청소년체험관 내 VR 활용 ‘스마트팜’ 직업체험 콘텐츠 개발 : (’22) 1건

- 창의･융합형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발명체험공간 구축･현대화
※ 국내최초 발명체험교육관 개관(경북) 및 체험･실습중심의 발명교육센터 환경조성(‘22.上)

-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체험･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지역 거점 비즈쿨
중심의 지역 생태계 조성
※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비즈쿨(’22년 400개교)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

이공계 대학생의 변화대응역량 강화
○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 관련 기본역량 강화

과기부

교육부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교육 혁신* 및 공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인증제 활성화 추진**
* KAIST(온･오프라인 융합 실험실습, 수업방식 혁신), UNIST(AI연계 교과목 운영확대)
** 공학교육인증 졸업생 가점부여 기업 수(목표) : (’21) 260개 → (’22) 290개

- SW･AI 관련 전공교육과 다학제간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여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SW
전문･융합인재 양성 확대
※ SW중심대학 신규 선정 수 : (‘22) 총 9개교

- 대통령과학장학금 선발 심사기준 개선･성장지원 강화 및 국가우수 신입생 선발 인센티브 평가기준
개선
※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22.1~7월중)

○ 산업 현장에 기반한 문제 해결역량 확충

과기부

교육부

고용부

- 산업 수요 기반 연구과제 지원* 및 현장중심의 체험형 학습프로그램 지속 운영**을 통한 현장문제
해결역량 강화
* 실전문제연구팀(X-Corps+) 컨소시엄 연구단 수 : (’21) 1개 → (’22) 4개
** 체험형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CUop/융합캡스톤디자인) 참여 학생 수(목표) : (’22) 326명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자 수(목표) : (’22) 1,7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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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역량과 창의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발굴･지원 확대* 및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산학협력 모델을 수립･추진**
* SW인재 선발 인원 수 : (’21) 150명 → (’22) 250명
최고 전문가 멘토 풀 확대 : (’21) 76명 → (’22) 120명 내외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기본계획 수립･공고 (’22. 1/4분기)

-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으로 산업현장 특화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석･박사 연수규모: (’21) 200명 → (’22) 285명/ 학사 연수규모 : (’21) 1,100명 → (’22) 1,200명

- 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 전문 교육 제공 및 실전형 ICT인재 양성을 위한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운영
※ K-Shield주니어/차세대보안리더/ICT학점연계 인턴십 인원(목표) : (’22) 350명/190명/345명

- 폴리텍대학 내 학과 신설･개편 등과 연계한 하이테크과정 확대* 및 직무 중심의 고등직업교육
모델 시범운영**
* 하이테크과정 참여인원 및 학과신설 수 : (’21) 1,095명/6개과정 → (’22) 1,230명/10개과정
**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8개교 13개 과정 176명 정원 신규 운영 (’22)

○ 이공계 대학 교육기반 고도화

과기부

교육부

산업부

- 신기술 분야별 특화 대학의 교육과정 공유를 통한 핵심인재 양성* 및 과기특성화대 통합 교육플랫폼
STAR-MOOC 활용 지속**
*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내 신기술 교육과정 개발･운영 : (’22) 89,010백만원, 8개 컨소시엄
** STAR-MOOC 콘텐츠 개발 과목 수(목표) : (’22) 25개

- 대학이 우수한 교원･교육시설 등을 공유하는 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 및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컨소시
엄화 추진에 기반한 미래신산업 특화교육 개편
※ 미래신산업 특화교육 과정 : (’21) 225개 → (’22) 250개 이상

□ (전략2)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기반 구축
○ 학생 연구원의 처우 및 연구실 환경 개선

과기부

교육부

고용부

- 박사과정생의 우수 신진 연구자로 성장을 위한 연구 지원 지속*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학생 수(목표) : (’21) 600명 → (’22) 550명

- 안전관리 제도개선･인증 연구실 확대* 및 연구실안전관리사 제도의 원활한 현장 정착을 위한 운영체
계 및 기반 구축**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목표) : (’21) 160건 → (’22) 220건
** 연구실안전관리사제도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한 대국민홍보, 제1회 시험실시(’22下)

- 학생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체계 강화를 위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제도 내실화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신규지정 설명회 개최, 학생인건비 지급 교육콘텐츠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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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연구 활동 지원*
* 우수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밀리테크 챌린지(연구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22.下)

○ 대학단위의 연구 지원 강화

과기부

교육부

- 초격차 기술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경쟁력 확보 및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단위
R&D를 지원하는 ‘(가칭)연구거점대학’ 육성방안 마련
※ (추진방향) 전담연구원, 연구인프라 등 연구환경이 유지되어 대학 기관 단위로 연구력이 축적,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 R&D 지원체계 마련(’22.下)

- 과학기술, 융･복합 분야 등의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연구활동 지원 및 대학원 중심 학사제도
구축 지원
※ 대학원 본부 중심의 대학원 혁신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성과 점검을 위한 연차평가 추진(’22.下)

- 융합연구 플랫폼 설립을 통한 도전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및 대학 내 연구 인력의 ICT R&D프로젝트
수행 지원 강화**
* KAIST 중점연구소 운영 지속 지원 : (’22) 2,000백만원
** ICT산업 핵심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ICT연구센터 신규과제 선정 : ('22) 6개

- 박사후 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 확대 및 기초연구실 공동연구원 구성요건(동일
대학 기준) 완화
※ 집단연구지원 규모 확대 : (’21) 313,730백만원 → (’22) 373,083백만원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지원 강화
○ 젊은 연구자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대

과기부

교육부

- 출연(연)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연수기간 확보* 및 이공계 신진 박사학위취득자에게 출연(연)에서의
R&D연수 기회 제공
* 출연(연)별 과제기반 테뉴어제도 적용기준 점검 및 표준(안) 마련(’22.上)
※ 출연연맞춤형인력양성 : (’22) 165명

- 이공계 석･박사과정생의 사회진출에 대한 멘토링 확대 운영*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보**
* 멘토 인원 수 : (’21) 125명 → (’22) 140명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0개교)’ 지원 (’22)

- 이공계 대학원･기업 협력에 기반한 박사후연구원 중심 연구단에 대한 블록펀딩 방식의 안정적
연구 지원* 및 신진 박사 연구 인력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지속
* 박사후연구원 중심 연구단(KIURI) 참여인원 수 : (’22) 92명
** 세종과학펠로우십 (‘22) 300명 지원

○ 연구자 중심의 기초･융합연구 지원 확대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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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지원규모 확대
※ 개인기초연구(우수, 생애기본연구) 지원규모 : (’21) 1조 4,770억원 → (’22) 1조 6,283억원

- 장기･글로벌 난제 및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구･난제도전
연구지원 강화
※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개발 연구지원 규모 : (’21) 7,500백만원 → (’22) 10,500백만원

○ 신직업 분야 발굴 및 진출 지원 강화

과기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미래유망 기술분야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전담멘토 등
맞춤형 창업 지원 지속
※ 창업사업화 신규 지원 예비창업자 수(목표) : (’22) 1,500명

- 청년 대상 융합 프로젝트 기반의 데이터 전문교육 고급과정 확산* 및 산학협력 기반 핀테크 직무교육
제공 확대**
* 산업 수요 기반 및 데이터 융합형 고급과정 교육 수료생 수(목표) : (’21) 514명 → (’22) 565명
** 핀테크 아카데미 인력양성 수(목표) : (’21) 360명 → (’22) 500명

- 과학기술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 등을 통한 청년과학기술인의 소통 플랫폼 ‘한국청년과학기술인위
원회’ 출범･운영
※ 총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수 : (’22) 반기별 1회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양성
○ AI･SW 분야 혁신인재 양성

과기부

교육부

- AI대학원 계속 지원을 통한 인공지능분야 고급인력양성 지원 확대* 및 AI 분야 교육･연구 협업 강화
*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 수(목표) : (’21) 150명 → (’22) 210명

- 대학 AI 관련 연구거점 구축을 위한 중점연구소 지속 운영 및 AI 연구역량 결집･활용하는 개방적
연구체계 마련
** 인공지능(AI) 혁신허브 예산 규모 : (’21) 4,500백만원 → (’22) 10,000백만원

- 글로벌 SW분야를 주도한 최고 수준의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확대* 및 자기주도 다학제 교육･융합의
연구교육과정 운영 지속**
* SW스타랩(AI･SW 핵심기술 보유연구실) 수혜학생 수(목표) : (’21) 483명 → (’22) 592명
** ICT명품인재양성/ ICT혁신인재4.0 수혜학생 수(목표) : (’22) 250명/ 110명

○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농식품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 미래 첨단기술 및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수요에 대응한 석･박사 고급 R&D인재 양성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21) 17,425백만원 → (’22) 41,263백만원
(’21) 시스템반도체, 양자, 우주 등→ (‘22) 기후기술, 감염병연구, 무인이동체, 가속기, 데이터사이언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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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환경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 지속* 및 NET-ZERO 달성을 위한 친환경 기술분야의
고급 인력양성 신규 추진**
* 녹색 융합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원 : (’21) 13개 분야, 45개 → (’22) 14개 분야, 48개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규모 : (’21) 45,284백만원 → (’22) 46,494백만원

-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시범운영,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과정, 특성화대학원 운영･지원 등 제약･바
이오 전문인력 교육 시스템 구축
※ 한국형 NIBRT(GMP수준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시범교육 및 AI활용 신약개발 교육생 수 : (’21) 240명,
250명 → (’22) 300명, 250명

- 디지털･친환경 전환 등 미래 유망분야* 및 스마트 시티･농업･수산 산림 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규모 확대 : (’21) 96,300백만원(41개) → (’22) 116,517백만원(49개)
** 스마트시티 교육생 수(목표) 360명, 스마트농업 석･박사(목표) 15명 배출 , 스마트수산 전문인력양성(목표)
41명, 산림전문인력양성센터 5개 지원

□ (전략3)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기반 확충
과학기술인의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
○ 과학기술인 평생교육 통합시스템 마련

과기부

- 과학기술인 개인 맞춤 학습지원, 연구현장 지식공유 활동 촉진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시스템
운영
* 과학기술인 전문 학습포털 알파캠퍼스 신규서비스 개시(KIRD, ’22)

○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지원 강화

교육부

중기부

- 학습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온라인 강좌 제공 및 신기술 기반 학습자 친화적 학습환경 구현
등 플랫폼(K-MOOC) 고도화
※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석학 교양강좌(30명 이상), 첨단기술 분야 강좌(20개 신규), 융합･심화과정(7묶음) 등
지속 개발 (’22)

- 신산업 분야의 대표기업･교육기관 컨소시엄을 통한 온라인 교육과정 확대* 및 대학 내 재직자
친화적 수업방식 확산
* 매치業 교육과정 신산업 분야(D.N.A, 5G, 탄소중립 등) 신규 선정(4개) (’22)

- 중소기업 재직자의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으로 전환을 위한 스마트제조 실습 인프라 활용* 및 전문인력
교육 확대**
* 스마트공장 배움터 : (’22) 6개소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장･단기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목표) : (’22) 7,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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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요 기반 디지털･전문 역량 제고
○ AI･SW 등 디지털 분야 실무･전문교육 확산

과기부

고용부

- AI융합 프로젝트 수요에 따른 고급기술 역량 강화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융합인재 양성 거점으로
특화 운영
※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AI･SW 개발인력 양성 수(목표) : (’21) 7,200명 → (’22) 7,310명

- 자기 주도 학습 기반의 ‘42 SEOUL’ 운영을 통한 SW혁신인재 양성* 및 한국형 SW혁신 혁신
교육 모델(가칭 Project-X) 개발 추진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 인원 수 : (’21) 500명 → (’22) 750명

- 민간 협･단체, 기업 간 협력에 기반한 청년 구직자･재직자 대상 디지털 신기술분야 훈련 다양화･공급
확대* 및 디지털 융합훈련 인프라 확대**
* K-Digital Training 훈련 참여인원(목표) : (’21) 17,015명 → (’22) 28,521명
** K-Digital Platform 신규 공동훈련 센터 수(목표) : (’22) 15개소

○ 혁신기술 분야 전문･융합교육 확대

과기부

산업부

- 중소･중견기업과 출연(연) 협력을 통한 전문기술 실무능력 함양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실감형 기술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 전문기술교육 및 신기술 교육 수료생 수(목표) : (’21) 900명 → (’22) 1,000명

- 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 선도인력 육성 강화* 및 디지털 전환 교육을 통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 지속 창출**
* AI․SW융합인력 양성 수(목표) : (’21) 2,400명 → (’22) 5,600명
** AI-주력산업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 (’21) 5개 분야, 1,250명 → (’22) 10개 이상 분야,
2,500명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진출 활성화 체계 마련
○ 여성 과학기술인의 사회 진출 활성화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 여성과학기술인 전 생애주기 성장지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확산* 및 SW산업에 적합한 실무
중심의 SW여성인재 교육 운영
* (W-브릿지) 모바일기능 개선, 네트워킹강화 서비스 추가, 지역 특화서비스 개발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R&D 연구 현장 복귀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여대학원생의 자율적
연구과제 수행 지원 확대**
* R&D 연구과제 지원, 성공적 경력복귀 지원을 위한 단계별 교육 및 컨설팅 신규 추진
**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 : (’21) 100개팀 → (’22) 150개팀

- 여성기술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여성창업 특화 프로그램 확산 및 신진･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의 산업현장
진출 지원 확대
※ W-창업패키지를 통한 기술기반 여성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멘토링, 사업화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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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

과기부

고용부

여성부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다양한 근무형태 적극 활용 유도* 및 육아휴직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유관부처의 바우처 사업과 연계한 재택근무의 현장 안착 지원 강화
** 육아휴직 지원금(자녀 연령 12개월 이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을 지원) 제공

- 연구･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활용･지원강화 및 휴직자 복귀･경력
지속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채용지원(목표 100건), 출연(연) 제도･개선 반영

-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 가족친화기업 : (‘21) 4,918개사 → (’22) 5,300개사

고경력･핵심 과학기술인 역량 활용 고도화
○ 고경력 맞춤형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과기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 고경력 우수연구자의 정년이후 후속 R&D 지원 및 정년연장대상 우수연구원 확대
※ 출연연 정년연장대상 우수연구원 (’21) 482명 → (’22) 490명으로 확대

-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스마트마이스터) 파견* 및 우수 숙련기술인
대상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및 중소기업 지원** 지속
* 스마트마이스터 선발(목표) : (’21) 500명 → (’22) 800명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 건 수 : (’21) 1,655건 → (’22) 1,740건

- 기술･산업분야 퇴직 과학기술인의 개도국 대상 E-Volunteering 활동 지속 및 파견 재개
※ ’22년 지속적 국별 안정성 조사 및 의료자문 진행 후 하반기 국가별 부분적 사업재개 예정(77명 파견 예정)

○ 경력개발･관리 지원체계 강화

과기부

- 퇴직예정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상 경력개발 교육확대 및 경력개발 자가설계 교육과정 고도화
※ 심화교육과정(LIFE-100 디자인 아카데미) 시범 운영 및 경력설계 멘토링 등 실습으로 구성

-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연구실 운영 및 인력풀 확대 등을 통한 과학기술인의
체계적 경력관리･지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풀 확보(목표) : (’21) 1,425명 → (’22) 1,567건

□ (전략4)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활성화
○ 전략적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및 정착 지원 강화

과기부

법무부

- 신산업 분야 해외 선도기관의 우수연구자 안정적 유치 지원 및 장기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 해외 연구자 지원 수(BP/ BP+) : (’22) 신규 105명 / 신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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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우수 연구자의 사증(비자)･체류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Top 1% 과학자 발굴･유치
노력 강화**
* 연구(E-3), 구직(D-10)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22.上), 전문인력 점수제 취업비자(E-7) 신설(’22.下)
** 세계 Top 1% 과학자 목표 450명 조기 달성, 470명으로 유치육성 목표 상향 조정
과기부

○ 협력네트워크 고도화 및 취･창업 지원

법무부

산업부

중기부

- ICT, 혁신성장 분야 석･박사학생의 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연계･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향상
및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핵심인재양성/혁신성장 분야 글로벌인재 양성 수 : (’22) 60명/100명

-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액셀러레이팅･정착 지원
※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참가팀 중 우수팀 선정 수(목표) : (’22) 12팀

산학연 간 인재 유동성 확대
○ 산･학･연 간 교류촉진 기반 강화

산업부

중기부

- 공공연 전･현직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 및 소부장 중견･중소기업
현장지원 확대 추진*
* 공공연 전문인력 중소기업 파견 예산 : (’21) 7,176백만원 → (’22) 8,280백만원

○ 산･학･연 협력모델 지속 개발･운영

과기부

교육부

국토부

-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R&D 기획･사업화 지원 및 지역 R&D 역량･자원 연계 강화를 위한
플랫폼 조성
※ 지역현안해결 및 특화분야 육성 로드맵 수립(’22.上)

- 대학 내 산학연 혁신허브 건축 착수･신규 선정 및 유망기업･연구소 유치･조기정착 등을 위한
산학연협력활동 지속 지원
※ 1차사업(강원대･한양대ERICA) 산학연혁신허브 건축공사 착공(’22.1), 2차사업(경북대･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22.12)

- 산학협력활동 활성화 및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활용 확대
등 인센티브 제도 확대
※ ’22년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시행계획 수립, 산학관 협의체 운영

과학과 사회 간 소통 강화
○ 과학문화 소통 채널 및 콘텐츠 다변화

과기부

- 과학이슈･과학체험･현장 공유 중심의 소통 추진과 과학문화포털 통합･채널 제휴 확대
※ 사이언스올 이용자 수(목표) : (’21) 5,625명 → (’22) 7,000명
채널 제휴 기관 수: (’21) 민간기업 등 14개 → (’22년) 학회, 타 기관 등 2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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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콘텐츠 중심의 과학체험공간 확충* 및 의료･생명분야 전문 과학관
건립 추진**
* 신규 지역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선정 : (’22) 5개소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국립강원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건축 설계 완료(’22)

-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편 및 프로젝트기반 실전활동 지원강화
※ ‘콘텐츠 디벨로퍼’, 일러스트레이터 등 양성과정 신설

○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및 과학기술인 예우

과기부

교육부

- 최신 연구윤리 이슈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현장 제공 등 연구윤리교육 안정화･확산
및 연구윤리 포털 운영 강화
※ 연구윤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연구윤리 서비스 제공 확대(’22) 및 최신 연구윤리 이슈 논의를 위한 연구윤리
포럼 개최(’22.下)

- ‘인공지능 윤리기준(’20.12월)’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 마련･확산* 및 ‘포스트
(Post)-AI’ 시대 융합연구 지원**
*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 발간 : (’22.12)
** 포스트 AI 결과 확산을 위한 Post-AI 페스티벌 개최 (’22.8)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지원* 및 스마트기기 나눔패키지 등 나눔활동 확산
* 제2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2~’26) 수립, 2022 세종과학기술인대회, 사회공헌활동 지원

이공계 법･제도 인프라 선진화
○ 생동력 있는 제도 운영 시스템 구축

과기부

교육부

- 대학의 협업･공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지정 확대･모니터링
※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완료(’22.3월)

- 과학기술인 대상 법 개정 수요 발굴 및 이공계인력 전주기 관점의 법체계 정비를 통한 ‘이공계지원법’
실효성 제고
※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마련 (’22)

○ 근거 기반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고도화

과기부

- 과학기술 인력통계 고도화*와 대국민 종합정보시스템(HPP)** 콘텐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업데이트
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 확산
* ‘22년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 본조사 추진 및 과학기술인력 법정통계 개선(’22.下)
** 생애주기별 국내･외 인력 통계지표(420여개), 신규 인재정책 분석(87건), 단신동향(266건) 등을 적시 제공하고,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뉴스레터 서비스 실시(연중)

- ‘과학기술정책 대학원’ 사업성과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졸업생 이력관리 및 추적조사
등을 통한 정책전문가 경력경로 발굴
* 지역과 연계한 연구거점 기능 강화, 연(硏)-학(學) 협력 보강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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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14대 중점과제별 세부과제 주요내용･일정

구분

중점과제

초･중등 수･과학 및
1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

세부과제명

주요 추진내용 및 일정

초･중등 수･과학
기초역량 제고

∙ 국내외 실생활 연계 STEM 콘텐츠 및 시뮬레이션 콘텐츠 조사･분석
(~6월)
∙ 다양한 분야와 융합한 맞춤형 ‘수학･과학+X’ 콘텐츠 기획･개발
(~11월)
∙ 콘텐츠 효과성 검증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범적용 추진(~12월)
∙ ‘22년 스타브릿지 권역별 센터 기관선정(4월)
∙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확정 및 참여학교 선정(5월)
∙ 스타브릿지 센터 구축 및 운영(6월∼지속운영)
∙ 스타브릿지 센터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12월)

스타브릿지 구축･운영
지원

∙ AI 교육 콘텐츠 시범 적용을 위한 시범학교 선정･운영(1월)
∙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초･중등 교과별 내용 기준 개발(~2월)
초중등 SW교육 내실화 및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모델 학교 선정･운영(4월~)
AI 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모델 학교 컨설팅 운영(9월)
∙ AI 교육 융합 교과 연계 콘텐츠 개발 및 시범 운영(12월)

전략

미래사회를 선도할
2 우수인재 발굴 및 유입
촉진

∙ 과학영재 창의연구(R&E) 공모 및 지원과제 선정(3월~4월)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분야별 대회 참가(6월~12월)
과학영재 발굴성장 지원
∙ 과학영재 창의연구(R&E) 발표대회,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개최
(12월)
∙ 청소년비즈쿨 학교 추가 모집 및 운영(1월~3월)
∙ 찾아가는 체험교육, 산업별 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4월~11월)
∙ 비즈쿨 담당교사 직무연수 운영(7월)
∙ 비즈쿨 성과보고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운영(11월)

청소년 비즈쿨 지원

KAIST

∙ 수업 콘텐츠 개발, 플랫폼 고도화 및 하이브리드 교실
환경 구축 등(3~11월)

UNIST

∙ AI연계 교과목 개발 및 운영(2~11월)
∙ 프로토타입지향학습(POL) 교과목 개발 및 운영(2~11월)
∙ 맞춤학습포트폴리오시스템(ALPS) 구축 및 핵심역량
진단 시범운영(1~12월)

과학기술원 교육 혁신

3

이공계 대학생의
변화대응역량 강화

SW중심대학 2단계 지원

∙ 오픈소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SW중심대학 공동 해커톤 개최(6월)
∙ SW중심대학 공동 AI 데이터 경연대회 개최(10∼11월)

X-Corps Plus
(현장연계
미래선도인재양성
지원사업)

∙ 연구단 선정 평가 및 사업계획서 보완(3월~4월)
∙ 협약 체결 및 과제 수행, 연구성과 경진대회 개최․운영 등(4월~9월)

대학연구소의
∙ 대학중점연구소 신규과제 개시(6월)
독립적･자율적 운영 지원
전략

1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기반 구축

4단계 BK21
혁신인재양성

∙ 대학원 본부 중심의 대학원 혁신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성과 점검을
위한 연차평가 추진(10~11월)
∙ 신산업 분야 연구 등을 지원하는 취지･목적의 이행여부, 사업현황
점검(5~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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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과제

2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지원 강화

세부과제명

주요 추진내용 및 일정

∙ 한국청년과학기술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 선정(3월)
청년 과기인 교류･지원
∙ 한국청년과학기술인위원회 출범식 개최(2/4분기)
플랫폼 구축･운영
∙ 청년과학기술인포럼 2회 개최(2/4, 3/4분기)
∙ 1차 신규과제 선정 및 개시(3월)
신진연구자 연구지원 확대
∙ ’23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수립(11월)
및 세종과학펠로우십
∙ ’23년 기초연구사업 설명회 개최(12월)
SW스타랩

∙ SW스타랩 신규과제 선정(3월)
∙ SW스타랩 신규과제 협약체결(4월)
∙ 연차 및 단계보고서 접수(12월)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 AI대학원 콜로퀴엄 개최(8월)
∙ AI대학원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12월)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 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 평가(2/4분기)
∙ 야생동물 질병관리･물전문대학원 평가 (3/4분기)
∙ 포스트플라스틱･생물소재･녹색복원･녹색금융 특성화대학원 평가
시스템반
도체융합 ∙ ’22년도 신입생 모집 등 사업 운영개시(1월)
전문인력 ∙ ’20년도 모집 석사인력 배출(8월~)
육성

∙ 양자정보과학인력양성센터 선정 및 사업 착수(4월)
양자정보 ∙ 양자정보과학인력양성센터 교육과정 개발 및 신입생 모집
과학인적 등 신학기 개시(~9월)
기반 조성 ∙ 리더급 연구역량 강화(연구혁신형) ’22년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7월)

3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양성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 우주기술 전문연수 연수생 모집 및 현장실습 실시(2/4
분기)
우주분야
∙ 우주기술 전문연수 우주캠프 개최 및 산업체 취업연계
전문인력
추진(3/4분기)
양성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 채용연계 및 취업활동 지원(4/4
분기)
혁신형의
∙ 선도혁신형 및 지역거점혁신형 8개 병원을 통해 연구중
사과학자
점 임상의 지원(~12월)
공동연구
육해공
무인
∙ 주관연구기관 확정 및 사업 착수(4월)
이동체
∙ ’22년 교육과정 개발 및 신입생 모집 등 신학기 개시(9월~)
혁신인재
양성
기후기술
∙ 신규과제 공고 및 선정평가(1월~3월)
인재양성
∙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4월~)
시범사업
가속기인
∙ 가속기 인력양성 및 활용지원사업 착수(4월)
력 양성 및
∙ 가속기인력양성 추진 현황 점검(12월)
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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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과제

세부과제명

주요 추진내용 및 일정
데이터사
∙ 교육기관 신규 선정･협약(4월)
이언스
∙ 선정 교육기관 사업 착수(5월)
융합 인재
∙ 교육과정 개발･운영 (연중)
양성
감염병
∙ 신규 과제 기획 및 선정 공고･평가(1~3월)
연구
∙ 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6월)
전문인력
∙ 과제 개시 및 교육과정 실시(7월)
양성

∙ ’21년 선정분야 교육과정 운영(3월~)
∙ ’22년 선정분야 교육과정 개발(6월~)
∙ 운영기관 세미나 개최(10월)

매치업 교육과정 확대
1

과학기술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

∙ 사업계획 수립(1월~2월)
∙ 기존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활용한 스마트제조인력 교육 운영(연중)

스마트공장 배움터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2차년도 연차평가(1월)
∙ 세부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1~2월)
∙ 5개 권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1월~12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2

현장 수요 기반
디지털･전문 역량
제고

전략

∙ 지원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3월)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 수요기업 수요조사, 교수설계 및 커리큘럼 개발(4월)
∙ 교육생 모집 및 과정 운영(5월~12월)
AI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3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진출 활성화
체계 마련

고경력･핵심
4 과학기술인 역량 활용
고도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W-브릿지)

전략

2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활성화

∙ W브릿지 플랫폼 모바일 서비스 개발 및 오픈(7월)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 육아휴직제도와 연계하여 ‘육아휴직 지원금’ 홍보 강화(1/4분기)
구축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매칭평가 실시(4월)
지원
∙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실시(4월~)
경력개발 자가설계 교육

해외우수과학자유치
1

∙ 10개 이상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AI융합교육 과정 컨설팅 및 교육과정
개발(~6월)

∙ 연간 경력개발 자가설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2월)
∙ 제1기 교육과정 운영(3월)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BP+) 공모(1월)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국내외 홍보(2~3월)
∙ 국내 유치 해외 연구자 대상 정착 지원(2월~9월)

∙ 연구(E-3)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1~2월)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제도
∙ 구직(D-10)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개선
∙ 전문인력 점수제 취업비자(E-7) 신설(6월 내)

산학연 간 인재 유동성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수요기업 선정 및 파견지원(2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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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과제

3

4

세부과제명

주요 추진내용 및 일정

∙ 종합소통계획 수립 및 SNS 채널 개편(1월~3월)
∙ 전국의 과학문화프로그램 페이지 활성화(4월~6월)
과학과 사회 간 소통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 과학문화 포털 통합 및 캐릭터 홍보 추진(4월~6월)
강화
고도화
∙ SNS활용 홍보콘텐츠 제작 및 사이언스올 콘텐츠 제휴기관 발굴 및
확대(7월~9월)
∙ ’22년 콘텐츠 이용도 분석(10월~12월)
이공계 법･제도
인프라 선진화

대학 규제 개선 로드맵

∙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 개정완료(3월)
∙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선과제 추가 발굴 추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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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18~’22) ’22년 계획
’21년

구분

(1)
신규
인재

’22년

과제명

목표(수정)
(명)

실적
(명)

목표
(명)

데이터전문인력양성

764

809

815

K-Shield 주니어

350

358

350

디지털콘텐츠 인력양성

1,400

1,641

1,000

혁신성장청년인재 집중양성

1,700

1,917

-

스마트수산 전문인력 양성

38

38

41

SW마에스트로

150

150

250

차세대 보안리더

190

196

190

인공지능핵심고급인재양성

150

150

210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160

174

60

혁신성장 글로벌 인재양성

114

117

100

에너지신산업 글로벌인재 양성

16

40

40

바이오메디컬 글로벌인재 양성

130

164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500

550

500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5

11

15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200

208

200

핀테크산업활성화기반조성

360

504

500

에너지인력양성

700

1,589

2,107

스마트시티 인력양성

360

672

360

비고

사업 종료(’21)

스마트공장운영설계전문인력 양성
산업용무인비행장치전문인력양성사업

760

881

850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

220

268

250

제약산업특성화 대학원 지원

90

141

90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180

222

180

융합형의사과학자양성

160

160

195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70

80

80

스마트공장 배움터

7,000

9,178

7,500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을 통한 재직자 교육

200

1,052

1,000

미래형자동차R&D 전문인력양성사업
신산업 대학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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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구분

(2)
기존
인재

’22년

과제명

목표(수정)
(명)

실적
(명)

목표
(명)

SW중심대학

5,000

9,733

5,000

이공계전문기술연수(학사)

1,100

1,100

1,200

이공계전문기술연수(석박사)

200

250

285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

150

150

165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313

370

313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 지원

380

518

650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174

258

116

SW여성인재 수급활성화

80

95

80

고경력 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64

85

83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KRF, BP)

60

153

110

출연연 4차인재 양성

-

-

-

23,488

33,982

24,885

합계

※ ’21년부터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실적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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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
1. 이공계 대학 관련 현황 분석 및 개선 과제 발굴
1) 이공계 대학 혁신 관련 정책과제 추진 현황 및 개선 후보 과제 발굴
가) 교육혁신 추진 현황 분석
□ 공학교육 인증제도 현황
○ 공학교육의 품질관리 및 국제적 상호인정을 위한 공학인증제도의 제도적 기반구축 추진
※ 워싱턴 협정(Washington Accord) 가입(’07년), 공학교육인증제-국가기술자격제도 연계(’17), 국가우수장학금
사업(이공계)의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학과 소속 학생 선발비율을 15% 수준으로 권고(’17~)

- 공학교육인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교수 및 학생의 인식* 부족, 전공과목이나 다학제적 융합교육
확대에 따른 탄력적 운영의 한계**
* 학생들의 큰 관심인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지 않은 것이 확대의 저해요인
** 서울대, 연세대, 금오공대 등은 과목선택권 부재, 경직된 인증시스템 및 인증절차의 행정부담 등으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탈퇴 움직임 확산(대한경제, ’21.1.18)
※ 공학교육인증 현황 : 90개 대학 539개 프로그램(’17. 2월) → 83개 대학 449개 프로그램(’20. 5월)

○ 기초 수학･과학(MSC)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과대학들이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학점체계 운영
○ 공학교육인증제-국가기술자격제도 연계를 위해 기술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고시가 개정*되었으나
미시행
*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공학교육인증 과정 이수자로 개정(’17.12.17)

□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 도입 현황
○ 공학실무역량평가(TOPEC)* 관련 화공분야 평가제도･운영시스템 개발이 완료(’15~’17)되었으나,
’19년 시행이 중단
* TOPEC(Test of Practical Engineering Competency) : 공과대학 전공생 대상교과지식에 대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제도

□ 학･석사 통합과정 추진 현황
○ 학･석사 통합과정을 활용하여 우수 이공계 학생의 산업체 R&D로의 유인 및 공학교육의 전공학점
이수체제 강화 추진
※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 근거마련(’05년 국무회의 통과, ’11년 고등교육법 개정 완료)

- 학･석사 통합과정은 학위기간 단축 이외에 장점이 부족하고 대학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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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맞춤형 공학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 현황
○ 여성공학인재양성을 위한 진로지원, 교육과정 개편 및 공학교육여건 개선, 여대학(원)생 역량개발
지원을 추진
- 여성 공학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공학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업(WE-UP) 종료
※ (산업부) 여학생의 산업기술현장을 체험하는 ‘K-걸스데이’ 행사 개최(’19년 2,030명 참여)
(교육부) 여성공학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진로･취(창)업 지원, 공학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WE-UP
사업 신설 및 지원(’19년 2월 종료)
(과기정통부) 여대학(원)생의 자기 주도적 연구역량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공학연구팀제’ 지원(’19년 40개 대학
76개팀 지원)

□ 중등교육과 공대교육 연계 현황
○ 우수인력의 공대 유입 확대를 위해 이공계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여고생 공학계열
진학 탐색 멘토링 운영
* 과기특성화대(KAIST, UNIST) 및 POSTECH 지원으로 자유학기 중 농어촌 학교의 대학 진로탐색캠프 운영(’17년
기준 61개교, 중학생 1,427명 참여)
※ 4대 과기원은 연구･교과･특기 등에 탁월한 역량이 있는 특기자 선발 비중 확대(60명→120명) 및 R&E 수행
실적,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 SW개발 등 잠재역량이 있는 학생 선발체제 마련(과학기술원 혁신방안, ’20.1)

□ 학제 간 융합교육 활성화 현황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융합학과의 정원규제 완화 등 기반구축이 되었으며 융합학과의
내실화*가 필요
* 양적 확대에 치중, 2-3개 학과를 합치는 식으로 학과 정체성 모호 및 전공과목 체계 미확립, 학과 이기주의
발생, 교수역량 미흡(조선일보, ’19.7)
※ AI시대를 맞이하여 학과 개편이 기술에 치중해서 이루어져, 새로운 직업군 대응 중심의 교육개편 필요(전자신문,
’19.5)

○ 다학제적 융합교육의 협력수업(co-teaching)에 교수들의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하지만, 유인책(제도
또는 재정적 지원) 부족
○ 학제간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 특성화(CK) 사업 학문･학제간 융･복합 사업단 선정･육성(교육부),
대학ICT연구센터(ITRC･ICT융합센터) 선정 지원(과기정통부)*, 창의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확대(산업부)**
* (’20년) 예산 332억원, 47개 대학(신규 10개대학 14개 센터 선정)
** (’19년) 예산 10억원, 2개 연합팀 선정(연간 15명 이상 지원)

□ SW교육 확대 및 SW인력 양성 현황
○ 공학 전공 기초과목으로 SW 교육을 확대하고자 SW 전공이수조건 상향 및 SW 교육사례를 보급
- 이공계 특기자 공대유입을 위한 SW중심대학 선정 확대 및 SW전문인력･융합인력 양성을 추진
※ ’17년 기준(누적치) SW중심대학 20개교 운영, SW전문인력 2,759명 배출, SW융합인력 48,937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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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및 인턴제도 활성화 현황
○ 현장학습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실적을 위한 형식적 운영 및 중개기관의 활성화가 미흡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정(’16.2.29), 대학 내 현장실습지원센터 확대 운영((’13년) 80개 대학 → (’14년)
86개 대학), 산학협력 중개센터 내 현장실습 중개센터 운영

○ 현장실습이나 인턴제의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기업의 비밀정보 보호 명목으로
기업참여가 저조

□ 캡스톤 디자인 내실화 현황
○ 캡스톤 디자인은 필수 교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참여 학생수는 많고 인력은 충분치 않으며, 기업과 관계없이 하나의 주제를 정해 랩실 장비를 이용해 논문
작성하는 캡스톤 디자인 수행(제조 혁신 선도 인재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 방안 연구, ’19.11)

○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해 도출된 우수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IP) 확보 및 창업 등 사업화
연계가 부족
※ 개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의 활용 문제 대해서 지도교수의 참여도와 학생신분으로서의 권한 등에 관한
규정 정비가 필요

□ 온라인교육 활성화 및 혁신적 교수법 개발
○ K-MOOC 등의 이러닝은 학점 인정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COVID-19로 비대면 교육 전환에 따른 이공계대학의 실험실습 어려움* 발생 및 학습의 이해도나
질** 저하
* 특히, 화학약품이나 특정 실험기기가 필요한 경우 어려움 가중되고 있으며, 3D, 가상･증강현실 등 ICT를 활용한
교수법 시급(매경, ’20.7)
** 학생은 수업내용 전달력과 관련해서 대면강의보다 ‘좋지 않다’는 응답이 44%, ‘좋다’는 응답은 9%(코로나 19로
인한 이공계 대학(원) 비대면수업 교수 학생 의견조사, ’20.4)

□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현황
○ 학생창업의 촉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강화 및 기반구축
※ 과기특성화대학별 기술창업교육센터 및 공동센터(KAIST) 설립(‘14.4), 온라인 기술창업교과목(JETS 7과목)을
과기특성화대 및 일반대학의 공대생에 공개
※ 학생연구원이 창업하는 경우 연구과제 참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개정
(’17.10)

□ 지역 공대의 지역산업 지원 강화
○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재선정 평가지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지역의 산업특성을
반영하는 평가지표는 미흡
○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중소기업 지원 R&D바우처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산업에 대한
지역 공대의 역할은 한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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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원 교육 혁신 현황
○ 과학고, 영재고 등(과기원 전체의 45.1%) 이미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 뿐 아니라 잠재력 있는
다양한 학생 선발 노력 필요
○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특성으로 인하여 교양과목 선택의 폭이 좁으며, 과기원 교수법 개발 및 지원
기능이 미약
※ 1개 학기 인문사회 교양강좌 KAIST 100개/ MIT 906개(’19년)

나) 연구경쟁력 제고 추진 현황 분석
□ 우수성과 활용 후속연구 추진 현황
○ 기초･원천사업의 우수성과 과제에 대한 후속연구* 및 사업화 지원**
* 종료과제 중 성과 우수과제(상위 15∼20%) 대상 3년간 추가 지원
** 연구성과 분석 및 기업 니즈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및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사업화 지원

- 실험실에서 개발된 우수연구에 창업 엑셀러레이터를 매칭해 후속연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연구성과 및 원천기술 등이 창업활동으로 연결되도록
(교육부) 창업학사･인사･교육 인프라 구축, (과기정통부) 기술 상용화를 위한 후속 R&D 지원

○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원생 학사제도*, 창업교원의 연구년제도 등 제도적 기반이 부족
*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2018-2022)’으로 대학생 대상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는 구축･추진 중이나
대학원생 학사제도는 미흡

□ 외국계 공대 및 공대교수들과의 공동연구사업 추진 현황
○ 중소･중견기업과 외투기업 R&D 센터(또는 외국대학 국내 분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글로벌
융합 ATC 사업 프로그램 실시
※ ATC+ ‘20년 예산 199억원, 45개 중소･중견기업 지정(전자신문, ’20. 7)

- 외국계 공대 및 글로벌 기업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정책 및 사업이 여전히 부족

□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 추진 현황
○ 연구소기업의 설립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으나, 연구소기업의 요건**이 지주회사 자회사와
동일하여 진입장벽 완화 필요
*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 (’14)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 연장(3년 → 5년), 연구원의 휴직기간 확대(3년
→ 최대 6년), (’18)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완화(20% → 10%)
** 자본금 규모에 따라 연구소기업 주식(지분 포함) 10~20%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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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 외 수도권에서 활동* 제지를 할 수 있는 법령 미비 및 10% 이상** 등록취소 되는 등
질적 성장의 한계 노출(서울경제, ’20.10)
* 11개 회사들이 연구개발특구 내 등기부등본상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활동(’20.10)
** ’20년 9월 기준 총 1,016개 중 등록취소 기업은 112개로 특구 외 이전, 지분율 미달, 휴폐업 등으로 취소
※ 연구소기업 현황 :

(’15) 누적 160곳, (’20.9) 총 1,016곳

□ 연구중심대학 연구역량 강화
○ 학령인구 감소로 학부생 뿐 아니라 대학원생의 정원 미달*을 악화시키고, ‘대학원 무용론’ 인식의
팽배로 연구인력 부족현상 심화 및 국가 연구경쟁력 상실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연합뉴스, ’21.4)
* 2020학년도 서울 내 40개 일반대학원 중 34곳이 정원 미충원(서울대, 고려대는 10%이상, 서강대는 30%이상
미충원)

□ 학교기업 운영 활성화 현황
○ 학교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 학교기업의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수가 증가, 자생력을 갖춘 학교기업은
매우 부족
※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3단계(’20~’24) 학교기업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20.1) 및 추진 중이며, 직무 및
안전교육, 멘토링 등을 실시
※ 학교기업 및 현장실습학생 : (’15) 168개(9,599명) → (’19) 205개(7,711명)
매출액 : (’15) 60,674백만원 → (’19) 63,201백만원

○ LINC+사업과 연계하여 일부 대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

□ 우수성과 정보공유 활성화 현황
○ 국가 R&D기술-기업 매칭을 위하여 구축 운영 중인 ‘미래기술마당’, ‘NTB’ 플랫폼의 정보공개
수준이 약하여 활용이 어려움

□ 연구성과 보상 및 특허권 소유권 개선
○ 산학협력 기술개발 시 특허는 공동소유이지만, 실제 학교의 권리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
○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개정(’16.12)에 따라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저해(전자신문, ’21.1)
○ 지식재산위원회는 ‘정부 R&D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를 ‘기타소득’
개편 검토(뉴스1, ’20.11)

□ 과학기술원 연구 혁신 현황
○ ’11년 과기원간 특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논문성과가 동일한 분야(화학-나노기술)에 가장
집중되는 등 특성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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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Stanford 등 세계적 연구기관에 비해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에는 박사후 연구원 비중이
낮은 편
※ 과기원 박사후연구원들은 대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2년 미만인 신진연구자가
3년간 근무(현재 과기원내 총 631명)
※ Stanford에는 총 2,339명의 박사후연구원 대상 행정지원부서 등 운영, NTU에서는 2년간 350명의 전세계
우수 박사후연구원 유치를 위한 펠로우십 지원

다)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 현황 분석
□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양성 추진 현황
○ 산학협력으로 양성된 인력의 산업체 채용연계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
※ 중소･중견기업-대학 컨소시엄 선정(’14년 32개 중소･중견기업, 7개 대학 참여)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 중심의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성과는 달성되었으며, 일반대학으로까지
확대 필요
※ 과기정통부는 ICT 혁신인재 4.0사업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연구인력 양성 지원, 기업은 연구를
위한 코칭역할, 학생은 기업의 인턴십과정 이수 등 산업현장의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확대 현황
○ 산업단지 내 기업의 인력･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취업률
제고 및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확대
※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11년 ~ ’18년까지 총 14개 대학 선정 및 지원

- 대학 유휴부지･시설에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지역대학과 기업이 공동성장하는 산학연 협력
구축 추진
※ ‘캠퍼스 혁신파크사업’ 및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

□ 거점별 산학연 추진단 운영 현황
○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내 「산학연 추진단」을 활용한 신기술 융합 교육과정 개발, 취업창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나, 경쟁적 재정지원으로 권역내 대학 간의 느슨한 협력으로 효과는 미미
*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과기대, 부산대, 영남대, 전북대

□ 산학협력단 위상 재정립
○ 대학 산학협력단의 역할에 대한 불만족 및 전문인력의 부족 제기
※ 산학협력단 역할의 만족(22.4%) 대비 불만족(25.6%)이 높고,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인수인계 부족 및
연구관리기능과 산혁협력단 기능의 혼재, 산학협력･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부족 제기(서울경제, ’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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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산학협력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 산･학･관 소통 포럼 개최(’17.11월) 및 산학연관 상시 소통 협의체 구축･운영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역할은 미미

□ 「(가칭)산학협력 특별세액공제제도」 마련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의 세액공제 조항 신설되었으나 폐지*,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미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20.12)

□ 산업체 경력 교원의 유인책 마련 현황
○ LINC사업 핵심성과 지표로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평가를 통해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조건에 맞는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는 어려운 상황
* 산학협력중점교수 수 : (’11) 220명 → (’12) 2,000명 → (’19년) 4,400명
** 산업체 경력10년 이상, 기업 최고경영자(CEO) 경력 등
※ 서울대는 미국 구글의 AI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겸직 규정 완화(’21.3 시행), 성균관대는 캐나다 AI전문가를
교수로 영입해 성대와 캐나다에서 절반씩 일하도록 추진(서울경제, ’21.2)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기존 학문단위에서의 교원과의 고유 업무 및 업적평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역할 부여 및 평가시스템 운영 등이 필요
※ 국민대는 산학협력 성과로 정년보장, 산학협력중점교수진 33명 확보(서울경제 ’20.12)

□ 연구년 교수의 산업체 파견 활성화
○ 공대 교수의 산업체 파견사항을 LINC사업 연차평가 기업지원 항목에 반영(’15년), 고등교육통계
조사 시 산학협력 실적 추가(’15년)

□ 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 등 대학 창업 관련 추진 현황
○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TMC)의 그룹별 지원*은 효과적이며,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은 기술사업화의
역량 차이가 존재
* A그룹은 자생력을 갖춘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연간 6억원 이내 지원, B그룹은 기술사업화 질적
성숙을 목표로 4억원 이내 지원, C그룹은 기술사업화 저변확대를 목표로 2억원 이내 지원

○ 대학기술지주회사나 자회사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사후관리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전자신문 ’20.12)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 (’08) 3개, 2개 → (’14) 35개, 202개 → (’20) 75개, 1,019개

○ 대학창업펀드 조성(교육부) 및 엑셀러레이터 제도(중기부)를 통해 첨단기술기반 창업과 성장을 지원
중
○ 산업은행은 4대 과기원, 미래과학기술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테크 스타트업 밸류업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25년까지 1000억원 투자(하나금융그룹,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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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프라 개선 추진 현황 분석
□ 교수평가 시스템 개선 추진 현황
○ 교수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수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산학협력 평가반영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17.11.28) 및 교원평가 가이드라인* 마련(’15년)
*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영역을 분류

- 산학협력 활동(현장실습, 취업유도 등)에 대해 승진기준 및 업적평가에 반영이 미미한 수준으로
교수평가시스템 개선 필요
※ 학위 및 논문실적 위주 임용에서 분야별 특성에 따라 산업교류활동, 산업체경력 등을 인정하는 다양한 기준
필요(한국일보, ’21.3)
※ 국민대는 SK텔레콤 전문가(데이터 알고리즘 분석), 아마존 연구원(실습과목 서버시스템)을 임용하여 과목 신설

□ 실험･실습 인프라 확충 현황
○ 각 대학의 메이커스페이스 등을 비롯하여 실험･실습 인프라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은
부족
※ (과기정통부) 과기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 대상 공학설계창작소 확대 운영,
(산업부) 산업기술교육장비 구축･활용 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예산 확보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관리자 : (’16년) 489명(전담 164명, 겸임 323명) → (’19년) 541명(전담 196명, 겸임 345명)
※ 피해사고건수 : (’16년) 161건 →(’19년) 223건

○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는 이공계학과나 특수학과 등의 낡은 기자재 실습도구 사용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 저하 초래(조선일보 ’18.6)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개선 현황
○ BK21+, LINC+ 사업 등의 평가지표상 변화가 있으나, 대학 전체의 체질개선은 미흡

□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
○ 교육부-기술보증기금-신한은행 협력체계 기반 기술사업화 통합 지원시스템(TCMS)* 개발 및 시범
운영(’17.1)
*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Management System(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운영)은 국내 대학(산학협력단)
기반의 기술형 창업기업 및 가족회사에 금융지원, 기술평가 및 보증,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산･학･금 협력
통합정보플랫폼
※ TCMS 기반으로 UNI+ 플랫폼 구현을 통해 제3세대 산학협력모델(기업 및 금융 등 수요자 주도형) 지향

□ 대학정보공개의 신뢰성 제고
○ 대학정보의 체계적 축적과 공개를 통해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알리미 구축* 운영
*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통과(’07. 5. 25) 및 최초 정보공시(’08.1.1)

- 대학정보의 수시 업데이트 지연에 따른 정보의 부실 및 신뢰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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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추진 현황
○ 이공계 대학원생의 학업과 연구의 몰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 생활비 지원 및 발명자의 권리
보장,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 ‘청년과학기술인 연구환경 개선(국정과제, ’17.7)’의 일환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연구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안)」 마련(과기정통부, ’18.7)

- 주로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통해 학생연구원을 책임지는 구조로서, 과제에 따라 편차가
크고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은 지원규모면에서 부족하므로 학업장려금(Stipend) 활성화 필요
- 이공계 학생 연구원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 마련
※ 「학생연구원 내부운영기준」 마련･적용, ‘비대면 전담고충관리센터’ 구축 등

-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연구실별 R&D과제와 재정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연봉체계 설계, ‘이공계지
원법’을 개정하여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고용보호 의무 신설하여 연구몰입 환경 조성(이공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혁신방안, ’20.5)

마) 이공계 대학 혁신 관련 개선 후보 과제 발굴 및 구조화
<표 2-8> 부문별 이공계대학 혁신 관련 개선 후보 과제
구 분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이공계 대학
내부

∙기초･전공역량 강화
∙데이터･SW 역량교육 강화
∙융합교육 내실화
∙자연과학대의 융합프로그램 발굴
∙현장 문제해결역량 강화
∙혁신적 교수법 개발 지원
∙교수평가제도 개선
∙대학 재정구조 개선

∙기초연구 지원 확대
∙융합연구 활성화
∙우수 대학원생 확보･양성

∙산업계 주도 산학협력 교육 활성화
∙산학협력 연구기반 구축
∙대학 내 창업촉진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온라인교육 활성화
∙자연과학대학의 유형별 지원체계
마련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
∙우수 연구자 확보 및 성장지원
∙글로벌 연구역량 제고
∙지역특화 거점대학 육성
∙중위권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
∙대학자원 개방･공유 활성화

∙거점별 산학연 추진단 운영 활성화

이공계
대학-대학 간

대학 외부
환경

∙대학부설연구소 육성 및 활성화
∙대학 연구성과 활용확산
∙공학교육인증제도 개선
∙연구몰입환경 조성
∙유연한 학사구조 혁신
∙병역특례제도확대
∙학위과정 다양화
∙연구 및 육아 양립 지원
∙수요예측기반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국가R&D 인력양성사업 *개선
∙연구중심대학 실효성 제고 이공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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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주체별 이공계대학 혁신 관련 개선 후보 과제
구 분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대학(교수)

기업

∙자연과학대의 융합프로그램 발굴
∙혁신적 교수법 개발 지원
∙기초연구 지원 확대
∙융합연구 활성화
∙기초･전공역량 강화
∙산업계 주도 산학협력 교육 활성화 ∙산업계 주도 산학협력 교육 활성화
∙데이터･SW 역량교육 강화
*지역기업 풀(POOL) 구축, 기업
*전공 직무역량 기반의 채용연계
∙융합교육 내실화
맞춤형 공동프로젝트 수행
*기업참여 교육과정 공동 개발 유인
이공계 대학
∙현장 문제해결역량 강화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확대
내부
*PBL, 실험･실습 인프라 확충,
∙산학협력 연구기반 구축
∙현장 문제해결역량 강화
현장실습･인턴제 권리보호 등 체계적
*Industry Ph.D. 육성, 대학
*현장실습･인턴제 참여기업 확대
관리
연구소의 기업부설 연구소화,
*기업문제 실전 프로젝트 경험강화
∙우수 대학원생 확보･양성
대학연구시설 개방 등
∙대학 내 창업촉진
∙교수평가제도 개선
∙대학 재정구조 개선

이공계
대학-대학 간

대학 외부
환경

∙우수 연구자 확보 및 성장지원

∙자연과학대학의 유형별 지원체계
마련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
∙글로벌 연구역량 제고
∙지역특화 거점대학 육성
∙거점별 산학연 추진단 운영 활성화
∙중위권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
∙대학자원 개방･공유 활성화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온라인교육 활성화

∙유연한 학사구조 혁신
∙학위과정 다양화
∙대학부설연구소 육성 및 활성화
∙공학교육인증제도 개선
∙연구몰입환경 조성
∙병역특례제도확대
∙산학간 인력 유동성 확대
∙연구 및 육아 양립 지원
*교수 겸직제한 개선
∙국가R&D 인력양성사업* 개선
∙산학협력단 전문성 및 위상 제고
* BK, 세종펠로우십, 최소 연구기간
∙대학의 연구성과 활용확산
및 연구비 보장
∙대학의 기술사업화 촉진
∙수요예측기반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연구중심대학 실효성 제고 이공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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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연구기반 구축
*지역기업 대상 R&D바우처 제도
*기업펀딩에 의한 Industry
석좌교수제도 활성화
∙산학간 인력 유동성 확대
*기업참여 교육과정 개발 및
협력연구를 통한 인력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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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재정 현황 분석
가) 대학 재정 현황 분석 개요
□ 분석 목적
○ 일반대학 재정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수지와 수익구조를 분석
- 사립대학의 총괄현황(국립대학은 자료의 한계로 제외) 및 18개 사립대학(상위권･중위권), 10개
국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수익구조 특징 등을 분석

□ 분석대상
○ 이공계열 연구비*가 많은 4년제 일반대학(국립, 사립) 28개 대학
* 단순 장학금 및 재정지원사업(BK21,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인센티브 성격의 연구장려금 등은 제외

<표 2-10> 재정 현황 분석 대상 4년제 일반대학
국공립대(10개)
별도법인(1개)
서울대*

사립대(18개)

국립대(9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포항공대*, 인하대*,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 아주대*, 세종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 단국대,
충북대, 경상국립대**, 부경대
동국대, 가천대, 영남대, 국민대, 홍익대

* 과기특성화대학(KAIST, GIST, UNIST, DGIST)을 포함하여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
** 경상국립대는 ‘20년 경상대 결산자료 활용

□ 분석자료
○ 일반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및 국립대학교 세입･세출결산서 기준
- 대학의 전체 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교육활동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주요 수익구조 분석을
위해 교비회계(사립대), 대학회계(국립대)에 한정하여 분석 수행
※ (사립대)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국립대) 각 대학 홈페이지 결산자료

나) 일반(4년제) 사립대학(교비회계) 재정 현황 분석
□ 총괄현황
○ (운영수지 현황) 최근 11년(’10~’20)간 일반 사립대학교의 운영수지(운영수익-운영비용)는 점점
흑자폭이 감소하면서 ’20년 1,129억원 적자*를 기록
* ’20년의 적자는 등록금 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수입 감소(등록금,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로 발생
※ 운영수지 : (’10) 17,502억원 → (’15) 218억원 → (’20) -1,129억원

- ’20년 운영수익은 ’10년 대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교육외 수입*이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운영비용은 교직원 인건비, 연구학생경비**가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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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이자수입, 기타교육외수입(잡수익, 외환차익,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 등), 수익재산수입
(임대료 수입, 배당금수입, 기타수익재산 수입 등)
** 연구(연구, 연구관리비), 학생경비(장학금, 실험실습비, 논문심사료, 학생지원비), 입시관리비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 (’10) 111,793억원 → (’15) 106,872억원 → (’20) 96,992억원
교육외수입 : (’10) 7,027억원 → (’15) 4,063억원 → (’20) 3,833억원
※ 교직원 보수 : (’10) 66,477억원 → (’15) 75,517억원 → (’20) 73,888억원
연구학생경비: (’10) 36,911억원 → (’15) 57,795억원 → (’20) 52,008억원

- 대학의 주요 수익원인 외국인 학생 수가 코로나-19로 대폭 감소
※ 대학 외국인 학생수 : (’19) 95,209명 → (’20) 85,817명

○ (적자 대학 수) 최근 11년(’10~’20)간 일반 사립대학의 적자 대학수 및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 대학 수 및 적자규모 : (’10) 21개(-733억원) → (’15) 96개(-3,461억원) → (’20) 106개(-3,824억원)
[일반 사립대학 운영수지 현황]

[일반 사립대학 적자 현황]
(단위 : 억원)

(단위 : 개수, 억원)

주석 : 1. 각 연도 일반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기준 / 2. 폐교, 자료 미제출 등으로 연도별 대학 수 상이함
3. 운영수지는 ‘운영수익총계-운영비용합계’로 산출, 운영비용합계는 비용총계에서 기본금대체액과 당기운영차액을 제외한 것임
4. GDP 디플레이터 적용 (2015=100)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그림 2-1] 일반 사립대학 운영수지 및 적자 현황
○ (수익구조) 최근 11년(’10~’20)간 일반 사립대학의 수입은 등록금 및 수강료, 국고보조금이 대부분
(70%~80%)이며, 교육부대수입(4~5%), 부속병원전입금(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국고보조금 수입 의존도는 증가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10) 71.8% → (’15) 63.7% → (’20) 62.1%
국고보조금 : (’10) 4.1% → (’15) 14.9% → (’20) 18.8%

- 교비회계로의 산학협력단전입금 비중은 1% 수준으로 대학재정의 기여도는 높지 않으나 점점 감소*
* 산학협력단전입금 : (’10) 1.3% → (’15) 1.2% → (’20) 1.1%

- 부속병원전입금은 3% 수준을 유지하나 ’20년은 ’10년 및 ’15년 대비 비중이 감소
※ 부속병원전입금 : (’10) 3.6% → (’15) 3.9% → (’2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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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수입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며, 교육부대수입은 4~5% 수준 유지
※ 기부금 : (’10) 5.1% → (’15) 2.7% → (’20) 2.6%
교육부대수입 : (’10) 4.2% → (’15) 5.4% → (’20) 4.8%
[’10년 사립대학 수익구조]

[’15년 사립대학 수익구조]

(단위 : %)

[’20년 사립대학 수익구조]

(단위 : %)

(단위 : %)

주석 : 1. 각 연도 일반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기준 / 2. GDP 디플레이터 적용 (2015=100)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그림 2-2] 연도별 사립대학 수익 구조
□ 이공계열 연구비 기준 18개 일반 사립대학 재정현황 분석
○ (운영수지 현황) 이공계열 연구비 기준, 18개 일반 사립대학의 운영수지(운영수익-운영비용)는 최근
11년(’10~’20)동안 흑자이지만,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 운영수지 : (’10) 7,373억원 → (’15) 1,212억원 → (’20) 1,186억원

○ (적자 대학수) 대학의 재정적자는 각 대학별 상황에 따라 운영수지는 매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년 기준 연세대, 건국대, 이화여대, 단국대, 영남대는 적자**를 기록
* 적자대학 수 : (‘10) 3개교(한양대･포항공대･경희대), (’15) 7개교(포항공대･인하대･건국대･단국대･가천대･영남대･
국민대), (’20) 5개교(연세대･건국대･이화여대･단국대･영남대)
** ’10년 대비 교직원 인건비(연세대 791억원, 단국대 150억원), 관리운영비(연세대 298억원, 이화여대 92억원)가
증가하였으며, 주로 연구학생경비(연세대 241억원, 건국대 256억원, 이화여대 235억원, 단국대 321억원, 영남대
160억원)가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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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일반 사립대학 운영수지 현황]

[18개 일반 사립대학 중 적자대학(’20년)]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주석 : 1. 각 연도 일반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기준 / 2. 2010년 가천대학교는 가천의과대학교, 경원대학교 수치를 합산 (2012년 2개교 통합)
3. 운영수지는 ‘운영수익총계-운영비용합계’로 산출, 운영비용합계는 비용총계에서 기본금대체액과 당기운영차액을 제외한 것임
4. GDP 디플레이터 적용 (2015=100)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그림 2-3] 18개 일반 사립대학 운영수지 및 (’20)적자대학 현황
○ (수익구조) 최근 11년(’10~’20)간 18개 일반 사립대학의 수입은 등록금 및 수강료(60%), 국고보조금
(2%~13%)이 대부분이며, 교육부대수입(4~6%), 부속병원전입금(5~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사립대학의 수익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남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의존도는 소폭 감소, 국고보조금 수입 의존도는 대폭 증가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10) 64.2% → (’15) 61.7% → (’20) 60.7%
국고보조금 : (’10) 2.9% → (’15) 9.8% → (’20) 13.0%

- 교비회계로의 산학협력단전입금 비중은 2% 내외 수준으로 대학재정의 기여도는 높지 않으나 점점
감소
※ 산학협력단전입금 : (’10) 2.5% → (’15) 2.4% → (’20) 1.8%

- 부속병원전입금은 6%대로 전체 일반 사립대학(3%)보다 높은 수준
※ 부속병원전입금 : (’10) 5.6% → (’15) 6.9% → (’20) 6.0%

- 기부금 수입은 ’10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교육부대수입은 다소 증가
※ 기부금 : (’10) 8.7% → (’15) 3.6% → (’20) 3.6%
교육부대수입 : (’10) 4.1% → (’15) 5.9% → (’2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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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8개 일반 사립대학 수익구조]

[’15년 18개 일반 사립대학 수익구조]

(단위 : %)

[’20년 18개 일반 사립대학 수익구조]

(단위 : %)

(단위 : %)

주석 : 1. 각 연도 일반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기준 / 2. GDP 디플레이터 적용 (2015=100)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그림 2-4] 연도별 18개 일반 사립대학 수익구조 현황
□ 주요 대학별 수익구조 비교(’20년)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포항공대는 20%~60% 미만이며, 한양대 및
이화여대는 60%대 수준, 단국대, 홍익대는 70% 이상 수준
○ 국고보조금 비중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는 10% 미만이며, 한양대 13.3%, 포항공대
12.6%로 나타났으며, 단국대, 홍익대, 영남대는 13.9%~20.2%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한양대는 기부금(4.5%~6.7%) 수입 비중이 그 외 대학
(0.9%~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려대, 연세대의 부속병원 전입금은 각각 10.7%, 23.1%로 단국대(0.9%), 영남대(5.5%) 등과
대조를 이룸
○ 포항공대의 산학협력단 전입금 비중이 5.9%로 가장 높고, 나머지 대학들은 0.2%~2.8% 수준으로
산학협력단의 연구수익 및 연구성과 활용 등을 보다 더 촉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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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단위 : %)

[단국대]

(단위 : %)

(단위 : %)

(단위 : %)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단위 : %)

(단위 : %)

[홍익대]

[영남대]
(단위 : %)

(단위 : %)

(단위 : %)

[그림 2-5] 주요 사립대학 수익구조 현황 비교(’20)

다) 국립대학(대학회계) 재정 현황 분석
□ 10개 국립대학 재정 현황
○ (운영수지 현황) 최근 5년(’16~’20)간 10개 국립대의 운영수지(세입-세출)는 사립대와는 다르게
흑자이며 규모가 증가
※ 운영수지 : (’16) 1,384억원 → (’20) 3,7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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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국립대학 운영수지 현황]
(단위 : 억원)

주석 : 1. 각 연도 대학별 세입･세출결산서 기준 / 2. 서울대(법인회계)는 대학회계 항목에 맞게 매칭
3. 2015년 기성회계 폐지 등 회계변경으로 2016년과 2020년을 비교 / 4. GDP 디플레이터 적용 (2015=100)
출처 : 각 대학 홈페이지 결산자료

[그림 2-6] 10개 국립대학 운영수지 현황
○ (수익구조) 최근 5년(’16~’20)간 10개 국립대의 수입은 교육활동(등록금 등), 정부보조금, 교육외
자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
- 등록금 및 정부의존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고, 교육외자체수입은 크게 상승
- 대학회계로의 산학협력단 전입금은 1.1%수준을 유지하며 발전기금회계 전입금은 다소 증가
[’16년 10개 국립대학 수익구조]

[’20년 10개 국립대학 수익구조]
(단위 : %)

주석 : 1. 각 연도 대학별 세입･세출결산서 기준 / 2. 서울대(법인회계)는 대학회계 항목에 맞게 매칭
3. 2015년 기성회계 폐지 등 회계변경으로 2016년과 2020년을 비교
4. 교육활동 : 입학금,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최고경영자과정 수업료,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등
5. 기타(교육외자체수입 등) : 전형료, 논문심사료, 사용료, 수수료, 자산매각수입, 이자수입, 제재금수입, 기타수입
출처 : 각 대학 홈페이지 결산자료

[그림 2-7] 10개 국립대학 수익구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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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립대학별* 수익구조 비교(’20년)
* 이공계열 연구비가 많은 국립대학

○ 서울대의 교육활동 수입 비중은 23.3%로 10개 국립대의 평균(24.0%)과 유사하며, 정부보조금(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59.3%, 산학협력단 전입금 2.5%, 발전기금(기부금) 4.4%, 기타 10.5%로 나타남
○ 경북대는 교육활동 수입 28.6%, 정부보조금(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46.7%, 기타 23.7%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산학협력단 전입금이나 발전기금 등 비교적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남
○ 부산대는 교육활동 수입 22.2%, 정부보조금(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37.4%, 기타 38.0%이며, 산학
협력단 전입금은 1.6%, 발전기금은 0.7%를 차지
[서울대]

[경북대]
(단위 : %)

[부산대]
(단위 : %)

(단위 : %)

[그림 2-8] 주요 국립대학 수익구조 현황 비교(’20)

라)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 현황 분석
□ 분석목적
○ 대학의 수익창출 기대 측면에서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연구역량 분석을 위해 산단의 운영 건전성,
연구 수익성･성과성, 대학기여도로 구분

□ 분석대상
○ 이공계열 연구비가 많은 8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포항공대, 부산대,
경북대)

□ 분석자료
○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
※ 출처 : (사립대)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국립대) 각 대학 홈페이지 결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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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구조 현황
○ ’20년 8개 대학 산학협력단은 연구수익 비중이 73.8%로 가장 많고, 간접비 수익 14.3%, 교육운영수익
5.5% 순으로 나타남
- 연구수익 및 간접비 수익은 ’15년 대비 비중이 증가*한 반면, 교육운영수익은 ’15년 대비 비중이
감소**
* 연구수익 : (’15) 71.6% → (’20) 73.8%
간접비 : (’15) 13.2% → (’20) 14.3%
** 교육운영수익 : (’15) 8.2% → (’20) 5.5%

- 기술이전수익, 설비자산사용료 수익은 ’15년, ’20년 모두 각각 1.1%, 0.2% 수준으로 산학협력단의
자체 수익은 매우 미미한 상황
[’15년 8개 대학 산학협력단 수익구조]

[’20년 8개 대학 산학협력단 수익구조]
(단위 : %)

(단위 : %)

주석 : 1. 각 연도별 대학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 기준 / 2.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항목이 ’13년부터 별도 분리되어 2015년과 2020년을 비교
3. 기타 :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지원금수익, 전입 및 기부금 수익, 운영외수익 등 / 4. GDP 디플레이터 적용 (2015=100)
출처 : (사립대)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알리미, (국립대) 각 대학 홈페이지 결산자료

[그림 2-9]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 수익구조 현황
□ 산학협력 및 연구역량 분석
○ (운영 건전성) 이공계열 연구비를 기준으로 상위 대학의 산학협력단 재정은 ’20년 기준으로 부산대,
경북대를 제외하고 흑자 상황이며, 간접비 비중은 12~16% 수준
○ (연구･산학 수익성) 연구수익 비중은 69~80%이며, 기업 친화적인 산업체 연구수익 비중은 국립대(부산대,
경북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에서 상승하여 10% 이상 차지
※ 포항공대 25.4%, 서울대 17.3%, 한양대 14.2%, 연세대 14.1%, 고려대 10.3%, 성균관대 10.2%

○ (연구･산학 성과성) 모든 대학의 지식재산권 수익률이 5% 이하로 연구 생산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는 지식재산수익률이 상승하였으나, 고려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은 하락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부산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 창업투자비율이 ’15년 대비 증가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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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운영 기여도) 산학협력단의 인력양성 투자 정도는 모든 대학들이 ’15년 대비 감소
- 학교회계 전출금도 부산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은 ’15년 대비 감소하여 대학 재정적 기여도가 하락

<표 2-11> 국립/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역량 분석
(단위 : %)

운영건전성
대학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포항공대
부산대
경북대

연구･산학협력 수익성

연도

당기운영
차익비율

간접비
수익률

연구
수익
비율

2015

3.2

12.3

66.0

정부 산업체
연구비 연구비
수익
수익
비율
비율
90.1

9.9

연구･산학협력 성과성
지식
재산권
수익률

창업투자
비율

1.1

3.1

교육운영 기여도
교육운영비 학교회계전
비율
출금 비율
10.8

2.0

2020

2.6

14.9

69.3

82.7

17.3

1.4

3.7

9.1

0.0

2015

2.8

15.2

80.3

91.3

8.7

1.9

6.1

7.6

8.8

2020

2.9

15.1

78.5

89.7

10.3

1.3

6.9

5.6

4.5

2015

2.2

14.6

83.3

92.5

7.5

1.0

1.7

6.8

12.6

2020

2.6

12.7

85.6

89.8

10.2

0.4

1.3

6.1

3.9

2015

0.1

12.3

74.5

88.2

11.8

1.0

5.0

8.8

7.7

2020

3.4

13.3

74.1

85.9

14.1

1.3

5.1

7.8

3.9

2015

2.6

13.0

83.0

87.0

13.0

1.8

7.2

0.8

5.6

2020

1.3

15.4

79.8

85.8

14.2

2.2

6.4

0.8

1.7

2015

-0.9

19.5

66.3

74.5

25.5

2.8

1.9

4.9

4.9

2020

12.3

16.8

73.5

74.6

25.4

1.4

2.6

4.1

4.4

2015

0.8

11.1

63.6

89.3

10.7

1.7

5.9

19.7

0.4

2020

-1.4

12.4

73.5

93.4

6.6

1.0

6.5

10.2

1.9

2015

11.0

10.8

58.0

93.0

7.0

1.5

1.6

18.1

4.0

2020

-0.9

13.3

55.4

95.5

4.5

1.0

3.3

8.9

3.7

주 : 1. 당기운영차익비율 : 당기운영차익/운영수익×100
2. 간접비 수익률 : 간접비 수익/운영수익×100
3. 연구수익비율 : {(산학협력연구수익+지원금연구수익)/운영수익}×100
4. 정부연구비 수익비율 : {(산학협력연구수익 중 정부지급금+지원금연구수익 중 정부지급금)/(산학협력연구수익+지원금연구수익)}×100
5. 산업체연구비 수익비율 : {(산학협력연구수익 중 산업체수익+지원금연구수익 중 산업체수익)/(산학협력연구수익+지원금연구수익)}×100
6. 지식재산권 수익률 : {지식재산권수익/(산학협력연구수익+지원금연구수익)}×100
7. 창업투자비율 : (재무상태표 투자자산의 출자금/자산 총계)×100
8. 교육운영비 비율 : {(산학협력비 교육운영비+ 지원금사업비 교육운영비)/운영비용 총계}×100
9. 학교회계전출금비율 : (학교회계전출금/운영비용 총계)×100
출처 : 대학별 2015년, 2020년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

마) 해외대학 재정 구조 분석
□ 미국 주립대학 및 사립대학 재정 구조 분석
○ 미국 주립대학의 재정수입 중 등록금 수입 20.5%, 보조금 36.0%, 병원수입이 15.2%를 차지
○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는 등록금이 33.1%이고, 보조금 11.1%, 기부금 11.9%, 투자수익이 17.6%를
차지

- 59 -

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단위 : %)

주립대

출처 : IES(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19」

[그림 2-10] 미국 주립 및 사립대학 재정구조
□ 세계 TOP 주요 대학 재정구조 분석
○ 세계 TOP대학의 재정수입은 등록금 수입이 9%~16% 수준, 정부 등의 보조금도 8%~25% 수준이며,
기금수입, 투자수익, 출판서비스 수익 등 재원이 다각화되어 있는 상황
[스탠퍼드(FY2019/20)]

[예일(FY2019/20)]
(단위 : %)

(단위 : %)

[옥스퍼드(FY2019/20)]

[케임브리지(FY2019/20)]
(단위 : %)

출처 : 각 대학 홈페이지

[그림 2-11] 세계 TOP 수준의 주요 대학의 재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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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공계 대학 혁신 관련 영역별 개선과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가) 교육혁신
□ 고교교육 및 대학 입시제도
○ (입시평가항목 개선) 수학･과학 장기가 있는 학생 선발을 위해 ‘국제 올림피아드 수상’, ‘과학경시대회
수상’의 평가항목 추가 등 입시제도 개선
※ 학부 신입생의 전반적 수학･과학 역량 저하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부에 교내 수상 내역만 기록하여 이공계에
관심이 있거나 잘할 수 있는 학생 선발 어려움

○ (학습방식 개선) 단순암기 및 문제풀이에 최적화된 학습방식에서 창의적･종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토론식 수업, 학생 주도의 학습방식으로 전환
○ (교과내용 개편) 고등학교 수학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행렬, 기하, 통계학을 필수로 교육하고,
컴퓨터 공학과목 비중을 기존 고전적 과학과목에 준하여 교육할 필요
- 수학,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수/과학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

□ 대학 학사운영 개선
○ (입학정원 조정)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대학 간 입학정원 조정 및 대학 내 학과 통폐합을
통한 교육품질 제고
○ (신산업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이공계 대학 역할 및 교육제도 혁신 검토, 기존의 학과･학부
체계를 미래지향적 학과･학부로 개편
- 사회 구조 및 수요 변화를 고려한 교원 임용(학과, 학문별 교수 규모 검토) 및 학생 선발
- 학생이 향후 사회구조 및 기술변화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변화 및 미래기술 관련 철학
교양과목 확충
- 상향식 교육과 현장체험 제공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플랫폼 마련과 신규 산업에 투자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이공계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학문 분야, 융합 학문 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신분야의 대학 내 도입 기회 제공
○ (융복합 학과 개선) 융복합 학과로 이공계 전공을 묶기보다 복수전공, 부전공 등 확대를 통한 학생
및 학과의 불안정성 해소 필요
※ 많은 대학에서 융복합 학과의 경우, 선 진학 후 세부전공 선택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 입장에서는
모든 학생이 원하는 전공으로 갈 수 없다는 불만과 교수 입장에서는 유명 전공으로만 학생이 몰리는 단점 존재

○ (기초분야 지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기초분야 전공의 장기 연구투자, 신진연구자 발굴,
전공 홍보 필요
- 기초과학 학부생이 졸업 후 다른 분야에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수학, 물리 등)
학부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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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 전과제도 활성화) 정시비중 확대, 기회균등 선발로 인해 점수가 낮은 학과로 하향 지원하는
역량 있는 학생의 공대 유입을 위한 공대 상위 학과 전과 루트 활성화
○ (과학인재 조기졸업과정 운영) 과학고의 조기졸업과정과 같이 우수 과학인재의 경우 교양필수학점을
최소화하여 3~3.5년 만에 조기졸업이 가능한 제도 마련
○ (학부교육 및 대학원교육 간 교원 분리) 교육혁신을 위해 학부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교수와 대학원교육을
담당하는 연구 중심의 교수를 분리
※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차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재정여건상 대학원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연구중심의 교수가 학부교육도 동시에 담당하면서 전체적인 교육의 질 저하 및 혁신 등을 저해

○ (Micro-college 제도 도입) 각 대학에 Micro-college 개설 및 대학 간 공유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우수강의 수강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

□ 교수법 연구 지원
○ (혁신적 교수법 연구) 교수가 해당 분야 교육혁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단독 혹은 2~3명
공동으로 연구를 신청할 수 있는 소규모 교육혁신 지원 프로그램 제공

□ 학생 교육 강화
○ (기초역량 강화) 이공계 고등교육 전공자의 기초학력 저하 현상 극복 및 비판적 사고, 과학적 인사이트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 추진
- 대학이 기초과학 교양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기초과학 교육 지원과 함께 대학의 기초과학 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대학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관계부처에서 엄격히 평가할 필요

- 기존 지식전달식 형태의 대학 기초교육을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
※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창의･보편교육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지식교육 약화로 대학생의 학업역량이 저하됨에
따라 창의･보편교육과 지식교육의 균형 중요

- 교과서 중심 교육에서 현상･관찰에 대한 과학적 해석 중심의 교육 전환
- 기초 분야 내실화 및 관련 특강의 필수과목 지정을 통한 신기술 습득 장려
- 공학과 자연과학의 복수전공, 부전공 체계 독려, 공학과 자연과학 간의 융합 학문 및 교과목 발굴
※ 자연과학･공학 융합학문 학점 취득 의무화, 전공이수과목 확대 등

- 문･이과 통합 등에 따른 기초역량 저하에 대응하여 학생의 기초역량 및 실무교육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신설 및 맞춤형 교육 제공
- 사회 진출 후 대부분의 업무가 문서로 처리(연구자는 각종 보고서 및 논문 작성 등)됨에 따라
글짓기 과목을 교양필수로 운영 필요
○ (경험학습 강화) 실습교육, 문제해결중심학습, 토의기반학습 등 학생의 경험학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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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교과목 및 신기술 기반 과목의 온라인 교육 활성화 및 problem-based learning 확대
- 이론과 실제가 연결되는 실습교육,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및 메이커 교육과정 활성화*와
공동협력 수행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성교육(개인주의 성향 최소화) 등이 필요
* 과학이 발전하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전자기기 내부의 구성 및 동작원리를 모르는
이공계 학생들의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음

- 5~10분 정도의 주요 요점 영상강의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강의실 혹은 온라인 강의에서는 토의
기반으로 운영하여 일방적 정보전달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변화 필요
* 5~10분 정도의 주요 요점 영상강의로 학습하고 이외 다양한 다른 영상 콘텐츠로 정보 습득을 유도하며, 교과서는
참고자료 수준으로 활용

○ (학생 멘토링) 교수 1인당 학생지도인원의 과감한 축소로 1:1 멘토링, 팀티칭 등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확대
- 전공별 학생의 진로설계와 대학생활(교과목 이수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Career advisor(산업체
경험 및 교육 전문성 보유)* 양성 및 활용
* 영국 Sussex 대학의 신규임용 교수들은 교육 관련 Postgraduate Certificate(PGCert)를 취득해야하며, 1~2년
과정을 통해 이 학위를 취득하면 FHEA(Fellow of the Higher Education Academy) qualification이 주어짐

○ (비대면 교육 보완) 비대면 교육이 정착된 현재 시점에서 비대면 교육의 장･단점 분석 및 보완 필요
- 비대면 교육을 비롯해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심층 논의 필요
○ (윤리교육 강화) 생명과학기술 발달로 함께 파생되는 새로운 윤리문제 고민을 위한 철학 윤리교육 강화*
* 생명윤리, 산업윤리, 직업윤리 등 과학기술 발달 관련 실천윤리학 필수과목 지정 등

○ (대학원 교육) 대학원생 및 예비 대학원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강화
* 국내 대학원 교육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K-MOOC 대학원 학점 인정 유도

□ 신산업 인재 양성
○ (AI 인재양성) AI 인재양성을 위한 필수교육 정의 및 커리큘럼 수립
※ 수학과목의 교양 과목화 및 중학 교과과정부터 최적화 및 행렬 개념, 프로그램 언어 교육 추진 등 프로그래밍
언어 습득 위한 Computing 사고 능력 배양 등

- (보편적 데이터 교육) 대다수 분야에서 데이터가 활용되어, 신입생~학부 2학년까지 전공 관계없이
코딩, 빅데이터 처리, 딥러닝 등을 기본교양으로 교육
※ 고등학교에서 데이터 분야의 역량을 갖출 경우 학점 인정, 대학간 연합을 통한 데이터 공통교과 인증 등

나) 연구경쟁력 제고
□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지원
○ (연구중심대학 실효화) 이공계인력지원법 상의 ‘연구중심대학’ 조항 실효화
- 연구중심대학 지정 관련 근거 정비, 법령에 근거한 지원체계 및 확립 및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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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연구중심대학 관련 법조항과 과기특성화대법(KAIST법 등) 통합 및 연계
- 연구중심대학의 대학원생 범위 검토*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 중･고급, 기초･응용, 특정 기술 분야 전략 및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의 필요성 점검

○ (교원 채용제도 개선)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의 신임 교원 선발을 지양하고, 교수 선발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며 새로운 또는 도전적 분야의 교원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교원 평가제도 개선) 교원 평가 시 논문 수 등의 정량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전면 축소하고 정성평가
비중 확대
- 교육 및 연구 역량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외부 평가단 활용
※ 승진 및 영년식 인사제도로 인해 모험적 연구에 소극적이거나 진급점수를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교육･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으며, 대학 내 우수한 연구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전문가 부재

○ (연구성과 평가 개선) 각 분야별 학자들이 스스로 저널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하고,
이 등급에 따라 연구실적 평가 필요
※ Impact factor, Citation 기반의 평가는 유사해적저널(과도한 Open access fee, 유명무실한 심사과정,
self-citation 및 제3세계 홍보를 통한 비정상적 impact factor)을 악용하는 학자들을 양산할 우려 존재

○ (대학예산 확대) 국가 R&D예산 중 대학 비중 확대로 만성적 연구비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경우
우수 교수진 영입 및 교수 본연의 교육 기능 집중 가능
○ (기술변화를 반영한 연구재원 재분배) 급변하는 기술동향*에 대한 주기적 수요조사 및 이를 반영한
연구 재원 재분재와 지원방안 마련
* 메타버스, CO2 변환 촉매, 미세플라스틱 제거, 자율주행차 등

□ 교수 연구력 강화
○ (수업 의무시수 연구 활용) 온라인 교육 활성화 및 교육전담교원 강의 대체 등을 통해 수업 의무시수에
활용하여 연구 경쟁력 강화
○ (신진 연구교수직 확보) 고용 보장 및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신진 연구교수직 확보 필요
○ (테뉴어 제도 개선) 좋은 교육자･연구자를 선별하여 긴 호흡의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테뉴어 제도 개선
※ 테뉴어 취득이 젊은 교수들의 연구목표로 상당부분 작용하여 긴 호흡의 연구를 방해하고 있으며, 테뉴어를
받기 위한 서류들이 일정부분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실제 좋은 연구자･교육자를 선별해 내는 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연구집중환경 조성) 교수 본업인 교육과 연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마련 등
- 학부 교육 및 학부 관련 제반 행정 및 봉사 최소화, 학부교육 전담 교수 제도 도입을 통한 연구
중심 교수 구분, 개인 비서제도, 교수에게 부과된 다양한 행정(학교 및 연구비 관련)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담당 행정원 시스템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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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책임자로서의 교수는 각종 교육과 더불어 연구실 안전관리, LMO, 대학원생 인권, 성추행, 성폭행,
독성시약, 마약류 안전관리 등 행정관리의 책임자로서 역할(사법적 책임 포함)을 요구 받고 있음

□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
○ (인재 확보･유지) 이공계 분야 우수 대학원생, 포닥 인적자원 확보
- BK사업 등 대학원생 지원 사업의 확대를 통한 우수 대학원생 모집 활성화
- 대학원생 인건비 매칭, 취업 후 상환형 펀드 운용 등 박사과정의 회사 수준 급여 상향을 통한
양극화 문제 해소
- 특성화고, 전문대학 등 기존 ‘4년제 대학교-대학원’ 트랙에서 벗어난 학생이 고등교육에 편입될
수 있는 제도* 마련
* 대학원에서 학부 잔여학점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등(‘대학4+석사과정2’ 현행학업과정
외 ‘대학2/3 + 석사과정3’ 등을 허용하는 체계 등)
※ 현재 ‘전문대 졸업’ 시 사이버 대학 학점 이수 혹은 4년제 대학 편입 후 대학원 입학 가능

○ (인력지원제도 개선)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 집중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지원제도 확대
- 이공계 우수인재의 연구경험 기회 확대
※ 자신의 질문과 관심에 맞는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연구비의 장기적 지원 및 연구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매칭 시스템 마련

- 학생연구비, 인건비, 장학금, 복지 확대 등 이공계 학생(포닥)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지원체계 수립･확대
- 연구비에서 대학원생 장학금을 분리시켜 대학원생 장학금의 대폭 상향 및 지원 보장 필요
※ BK 4단계 예산이 초기(안) 대비 대폭 삭감되었으며, 연구비 증가 대비 학생의 장학금이 증가되지 않음

○ (졸업제도 개선) 학위 논문 형식의 졸업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분야 상위논문 게재, 특허(산학협력)
등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요건 다양화
○ (과학기술인력 편중 현상 해소) ‘대학 서열화’ 및 ‘차등/편재되어 조성된 연구 인프라’로 인한 연구인력
경쟁력 저하 현상 타계를 위해 연구실별, 대학별 인프라 대비 적정인원을 고려한 인력분산 유도
○ (해외 우수인재 확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원 감소 상황에서 연구력 유지를 위한
해외 고급연구인력 유치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 현재 중국, 동남아 중심의 인재 유치 외 해외 고급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안정적 일자리 등 유인책
고민 필요

- 예비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pre-education’ 과정 활성화
○ (일･가정 양립 지원) 박사과정생,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및 육아 병행을 위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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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사업의 개선
○ (대형 인력양성사업 개선) 대형 이공계 인력 양성사업 개선 필요
- ‘교수들 성과위주’로 설계된 대형 인력양성 사업의 개선 필요
※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 연구 및 결과물이 ‘스스로의 노력과 성장’ 보다 ‘대학이나 연구실 역량’에 따라 결정되며,
학생의 주체성 부족･결여로 육성 인력의 연구 중단 및 유출 현상 심화

- 신진연구인력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개별 대학원생 기반의 연구과제를 확대 운영 필요
- 고급인력대상 Global Ph.D Fellowship(GPF) 부활*
* 수혜 학생이 BK21 및 GPF 지원방식을 비교하여 선택

○ (세종펠로우십 개선) 펠로우십 선정 시 학자 개인자격으로 선정하여, 연구 기간 동안 국내외 기관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미국 NSF의 박사후연구원 지원 사업은 많은 경우 선발된 3년 동안 2~3 기관을 넘나들면서 여러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최소 연구기간 및 연구비 보장) 연구성과 창출에 소요되는 기간 고려 및 박사과정 양성을 위해
분야에 따라 최소 5년, 2~3억/연(생명과학 전공 기준)의 연구기간 및 연구비 보장 필요

□ 대학 연구경쟁력 제고
○ (신산업 기술확보) 공동 세미나를 통한 신기술 이해도 제고, 대학 보유기술의 형태변환*과 기술융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선점
* OLED 디스플레이 → AR･VR 최적화 가능한 OLED 디스플레이, 원통･각형 배터리 → 고안정성 및 경량의
안경 전용 배터리, 반도체 시스템 회로 설계 → 배터리 절약 가능한 AR･VR용 시스템 설계 등
** 다부처 협력 사업을 통한 기술 융합화 지원(과기정통부)

○ (AI 기술개발) 인문학, 법학, 사회과학 분야와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한 공정성, 윤리성을 보장하는
AI 기술개발
- 윤리적 데이터 수집방안 마련, 자율주행기술의 윤리적 기준 표준화, DNA/신체기록/병리기록 등의
민감정보 제공,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통한 질병예측 AI 시스템 개발 등
-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단계를 망라하는 총괄적인 산학협력 방안 추진 등
○ (융합연구 활성화) 신진연구자･교수 네트워크 형성 기회 확대, 융합연구 집단과제 연구비 지원 확대,
타전공 대학원 진학 혹은 타전공 포닥 채용 시 장학금 지원 등 융합연구 장려
○ (대학부설연구소 활성화) 범정부적 관리체계 및 평가기준 마련, 평가결과에 따른 폭넓은 지원체계
마련 등 연구소 활성화
- 대학 내 유명무실한 부실 연구소･조직 점검 및 통폐합을 통한 기능 최적화
- 대형･공공･국방 등 분야의 대학 연구소 발굴･설치*, 안정적 및 규모 있는 연구소 운영을 위한 지원**
* MIT 링컨연구소, CALTECH JPL 등의 규모 있는 연구소 운영
** 대학교부금 지원 등 지원제도 마련, 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정규직 신분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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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부설연구소 간 협업 및 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연구소 간 세미나, 학술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 대학 내 다양한 공동연구 활성화 위해 자유로운 대학부설연구소 신설 장려, 연구비 예산 지원,
우수 연구소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체계 필요
- 박사후연구원의 일자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부설연구소의 박사후연구원 비전임교원 채용제도 마련
- 여성과기인력의 육아･연구 병행(시간제 연구참여), 포닥연구원의 연구 지속성 유지 등을 위해 해당
인력을 대학연구소의 전문연구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대학연구소 연구원이 국책연구소 혹은 민간기업연구소에 시간제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산학연 연구를
촉진하는 제도 마련
○ (연구지원인력 확보) 대학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인력(Staff Scientists, Technician 등) 확보
- 개인 교수별로 구축하고 있는 실험 기자재･인력을 ‘core facility’로 통합 구축하고, 석･박사급
전문연구인력을 테크니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해당 인력 고용 등을 통한 공동 연구
기자재 활용 증진
- 전문연구요원을 대학부설연구소에 배정 등을 통한 대학 내 연구소 활성화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학위과정 중인 연구인력이 해외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마련
※ 많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단순 방문 혹은 초빙과 같이 일회성 협력으로 끝나고 있으므로, 인력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필요

다) 산학협력 및 창업 활성화
○ (산학협력 촉진) 대학-기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 학생의 현장교육 의무화 및 산학협력의 성과 측정을 위해 기술이전, 창업 등을 중요 지표로 활용
- 학생-기업 간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한 프로젝트 기반 산학연계와 과감한 산학 연구비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
- 방학기간을 활용한 학생의 기업 및 창업 경험 확대 추진
- ‘기업 수요’에만 치중되어 있는 산학협력을 미래 예비 연구책임자인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개인적
만족’을 줄 수 있는 체계로 개편
- 대학연구소가 해당지역 기업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소규모 융합연구
활성화
※ 영국 캠브리지대학의 STIM(Strategic Technology and Innovation Management) 프로젝트는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기업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문제를 대학이 중심이 되어 해결

- 각 지역 특화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적극적인 학생창업 장려
○ (대학 내 창업 촉진) 대학발 고기술 창업을 위한 교원 창업 장려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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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행정업무 및 교원 창업규제 완화*,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의약학 연계**,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창업 기금 조성, 경험자와의 멘토링 및 공동창업연계 등
* 교원 휴직, 겸업규제, 대학 교육 지속성을 위한 인력 확보 등
** 임상적 니즈 바탕의 수요도 높은 기술에 대해 의학계와 공학계가 매칭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창업 관련 국가 지원사업의 부처별 차별성이 부족하고, 대학 내 사업추진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효율성 저하

- 우수 기술기반 창업 지원을 소수 집중 선정 및 매출 발생시점까지의 보육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제고

2. 이공계 대학 혁신 지원 방안(안)1)
1) 추진 배경
가) 이공계 핵심인재는 국가 성장과 혁신의 주체
□ 이공계 분야 인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고 단기간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으로 역할
○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신기술 중심 이공계 분야 인재
양성 및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
※ (美) 혁신 속도 가속화, 인재경쟁 심화에 따라 STEM 교육 5개년 전략 추진 중(’18∼)
(中) 천인계획(’08), 만인계획(’12)에 이어 쌍일류 계획(세계 일류대학･학과) 추진 중(’17∼)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산업･일자리 구조 재편 등에 대응하여 세계 각 국의 이공계 대학 교육
모델도 함께 빠르게 혁신 중
※ 미네르바스쿨, 에꼴42 등 혁신적 교육모델 확산 등 이공계 교육 트렌드 변화

○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고, 첨단기술 우위 확보를 위해 이공계 핵심인재 성장지원
체계 고도화 필요

나) 미래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이공계 대학 질적 혁신 필요
□ 대학은 이공계 인재양성 기관이면서도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거점 기관
○ 대학에서 신기술 수요 맞춤형 인재부터 기술 변화를 주도할 고급인재양성까지 균형있게 교육하여,
인재 성장경로를 견고히 할 필요
○ R&D 투자 확대, 기업의 이공계 선호 등으로 이공계 대학은 과거 대비 성장했으나, 급변하는 미래
대응 혁신 역량은 아직 부족

1) 국과심 미래인재특위(21.12.29)에 교육부-과기정통부 공동으로 상정 완료된 최종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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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인재교육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혁신의 주체로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
□ 이공계 대학의 교육 혁신･연구 경쟁력･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이공계 대학 혁신 지원 방안」
마련

다) 세계 우수 이공계 대학의 주요 혁신 방향
□ (대학원 중심) 급변하는 산업과 기술 발달에 따라 고급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 중심의 교육이 강조
○ MIT(2021 QS평가 1위) : ‘스티븐 슈워츠먼 컴퓨팅 칼리지’를 설립(~’22년, 총 10억 달러 투자)하여
교수 50명, 박사급 연구인력 100명 이상 충원
○ 루벵대(’17 유럽 최고 혁신대학 선정, 벨기에) : 재학생 중 52%가 대학원생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유럽 내 가장 많은 특허권 보유

□ (결과중심) 재정과 자본 투입에 있어 규모의 경제와 신뢰를 기반으로 결과로 평가하는 성과 환류 시스템 확립
○ 난양이공대(2021 QS 평가 개교 50년 미만 1위) : 1등급 연구자에 최대 인센티브 50억 지급 및
저성과자 교수 30% 퇴출

□ (온라인･개별화) 유연한 학사체제를 기반으로 비대면 수업 적극 도입, AI 등 기반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
○ 애리조나 주립대(US News & World Report 혁신적인 대학 1위) : MOOC를 통해 1학년 전
과정 이수가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2학년 편입 가능
- eAdvisor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별 학생 수강이력 관리 및 학습진도를 관리하고 필요시 유사강의
추천 등 대안 제시
○ 미네르바 스쿨(세계 7대 플랫폼 기업 선호대학 1위) : 전세계 실시간 수업 참여, AI로 학생 참여도를
관리, 기업 공동 프로젝트 수행
○ 프랑스 에꼴 42(비학위) : 3無(강사, 교재, 학비)인 교육기관으로 ‘피씬(Piscine)’과정을 통해 주어지는
프로젝트를 코딩(Coding)을 통해 해결

□ (산학협력) 보유한 기술의 특허출원 등 재산권 보호 - 포트폴리오 정리 - 기업 연결 또는 자체사업화
지원까지 유기적 체제 마련
○ 칭화대(2021 THE 아시아 1위) : 학교의 연구기술 기반으로 상장회사 3곳을 비롯한 30개 자회사가
총 200억 위안(4조원) 수익 창출
○ 스탠퍼드대(2021 QS평가 2위) : 교수가 연구나 창업 등으로 발전적 일을 할 경우 강의 면제, 교수
대부분이 겸임 또는 창업멤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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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공계 대학 정책에 대한 그간의 평가
가) 현황 및 성과
□ 이공계 대학에 대한 정부R&D 등 전략적 지원 지속 확대
○ 대학이 수행하는 총 R&D 규모는 ’16년 6.3조원(9.1%)에서 ’19년 7.4조원(8.3%)으로 크게 증가
(정부･민간･외국재원 포함)
- 대학이 수행하는 정부R&D 규모도 ’16년 4.3조원(22.5%)에서 ’20년 5.8조원(24.1%)으로 확대 중
○ 교육부-과기정통부 협업으로 연구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구 사업예산
및 지원 과제 수 지속 확대
※ 이공 학술 연구지원 예산 : (’17) 3,875억원 → (’21) 5,577억원 (연평균 11% 증가)
이공 연구지원 과제수 : (’18) 2,485개 → (’21) 6,497개로 2.6배 증가

□ 이공계 분야 인재양성 규모 확대 및 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
○ 이공계 학생 유입 비중 확대, 이공계 박사급 인력배출 및 연구원 확보 등 양적 규모 증가 추세
및 경쟁력 측면에서 지속적 개선
이공계 학사 재적학생 수 및
박사 졸업자 수(KEDI)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

인재경쟁력 순위(IMD)*

* 인재에 대한 투자 및 양성, 해외 인재 유치 매력도, 인적자원 경쟁력 및 스킬에 대한 준비도 평가

○ 전반적인 대학의 교육 및 연구수준도 점차 개선 중
세계랭킹 100위 대학 수
(QS 대학평가)

한국 대학교육의 경쟁시장 요구
부합도(IMD)

네이처 인덱스(국가 Share)*

* Share : 논문 한편의 기여도를 1.0으로 설정해 공저자 수로 나누고, 공저자 1인의 기여도를 다시 그의 소속기관 수로 나누어 각 기관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보정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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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분야 R&D 성과 확대 및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세계 상위 1% 고피인용 논문수 및 세계 점유율, 해외특허 출원･등록 등
질적 성과 확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대학알리미, 일반대 기준)

세계 상위 1% 고피인용 논문 수 및 세계
점유율 (KISTEP･KAIST)

대학 해외특허 출원･등록 수
(연구재단)

○ 대학 연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요인을 지속 발굴･개선*하여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 및 대학의 연구지원
역량 강화
* 연구비 집행 유연화, 학생연구원 인건비 학기별 집행 허용 등
※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심의회의, ‘20.5),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 방안(’21.8)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업 맞춤 인재양성 및 창업기반 조성
○ (현장중심 교육 강화)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산학연계 교육을 전 계열로 확대, 문제해결･현장중심
교육으로 학생 취･창업 역량 제고
* (’19 대학 산학협력 실태조사)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 수 : ’15년 178,592명 → ’19년 260,062명(45.6%p↑)

○ (현장실습 제도개선)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 표준을 체계화하고 학생의 안전 및 권익을 강화하여
학생중심으로 질적 내실화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도입, 산재･상해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최저임금 75%↑) 지급 의무화 등

○ (지역 동반성장) 지역과 함께하는 문제해결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동반성장을 위한 대학 간,
대학-지역사회 협력 확대
※ <부산권 공유대학> 부산권 6개 LINC+ 참여대학이 기업･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합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AI 기반 창업마케팅 강좌 개발 등 공유대학 구축

○ (창업 활성화) 창업 유망기술 발굴, 창업교육 및 기업설립 지원 등을 통해 대학 내 기술기반 창업
성과 지속 확대 중
※ 대학 기술 창업자 수 : (’15) 24명 → (’19) 285명 / 창업 매출 : (’15) 1,334백만원 → (’19) 67,1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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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단 및 극복해야할 과제
□ (교육) 인구 감소에 따른 인재 부족 및 인재 수급 미스매치 여전
○ (인재 부족 위기)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미래인재의 부족 위기 도래 및 이공계 분야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 심화 전망
-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인력 유입도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공계 고급 인재의 질적･양적 부족에
체계적 대응 필요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인력 유입 부족

대학 입학정원 및 입학인원 추이(’21 교육부)

○ (사회수요 대응) 신기술 분야 사회수요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교육 역량은 아직 부족한 실정
- 학생들의 기초 및 실무역량은 현장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기업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
기업의 신입 과기인 요구-현재수준 차이(’20 KISTEP)

수준급 기술자(엔지니어) 공급정도(IMD)

○ (교육의 질) 이공계 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수 여건은 제자리이고, 교육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교육의 질 개선 노력 저조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이공계)

전임교원 확보율

주 : 4년제 일반대학(대학원 포함)
출처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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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연구역량 축적 한계 및 연구환경 개선 필요
○ (연구역량) 연구책임자(교원) 중심의 과제지원* 및 대학연구센터의 낮은 지속성**으로 대학, 학부
단위 특화 분야의 연구역량 축적 부족
* 정부R&D를 수주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연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확보이며 교원의 연구분야나 목적 보다는
수행이 편한 형태의 과제를 선호(STEPI, ’18)
** 미국 연구센터의 80% 이상이 지속 가능한 거점센터 역할을 유지하는 한편, 국내 연구센터는 연구기간 종료
후 유지되는 센터가 소수에 불과 (연구재단, ’20)

○ (공동연구 저조) 연구실･학제･대학 간 칸막이로 대학 내･외의 집단･융합연구가 저조하고, 낮은
산학협력 수준으로 기업 간의 공동연구*도 미흡
* 4년제 대학의 민간연구비 비중 : (’18) 1조279억원(17.1%)→(’20) 1조1,070억원(15.9%) (대학알리미)

○ (연구환경) 이공계 대학원생의 약 30%가 월 평균 100만원 이하를 수령*하고, 여대학원생의 연구경력
단절 지원방안도 부족**
* 석사과정은 100만원 전후, 박사과정은 100∼180만원을 받는 비중이 가장 많고, ‘학위과정별 학생연구원 인건비
계상 기준’을 하회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환경 및 정책 인식 조사, ’21)
**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공계 전공 여성과기인의 연령별 비중 : 30대 초반 17.4%, 30대 후반 34.1%,
40대 초반 29.5% (WISET, ’19)

□ (산학협력)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학협력 대응체제 미비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익･안전 강화 기조 및 경제여건의 영향 등으로 인한 기업의 소극적 참여로
최근 3년간 현장실습 참여 기업･학생 수가 감소

<표 2-12> 산학연계 인력양성 현황(산학협력실태조사, ’19)
구 분

현장실습

주문식 교육과정

계약학과

’17년

’19년

’17년

’19년

’17년

’19년

이수학생 수(명)

153,182

128,054

33,486

37444

16,375

16,737

참여기업 수(개)

96,557

76,911

6,870

10,486

8,248

8,045

○ (내실화 필요) 현장중심 산학연계 프로그램 적용 노력에도, 교육과정 내용･방법 등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하여 현장의 질적 내실화 요구
- 전통학문 중심 교육, 산업체의 소극적 참여, 개별학과 중심 산학협력 사업 운영 등으로 산업분야별
인력양성의 효과성은 저하
※ 학생 만족도조사(’20.2. LINC+), “캡스톤 디자인이나 현장실습 외 전공교육 등에도 산업체 전문가가 함께하고,
최종적으로 취업과도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음”

□ (인프라) 이공계 인력통계, 거버넌스 등 기반구축 미흡
○ 고등교육통계, 이공계인력 실태조사, 수급전망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유관 통계 간 연계 부족 및
정책 수요*에 대응한 통계 고도화 필요
* 신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이공계대학원의 연구･교육 환경, 석박사 경로추적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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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화된 실험실습 기자재 개선 및 공동연구시설･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Technician) 확보에
투자할 재원 부족

□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 더해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에도 대학이 경제･사회 혁신의 주체로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필요

다) 추진 경과 및 현장의 의견
□ 추진 경과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수립(2.25)
○ 교육부-과기정통부 협업, 이공계 대학 혁신을 위한 정책 자문위원회 운영(4월∼9월)
○ 제10회 미래인재특위 토론(9월)
※ 이공계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 방안

□ 이공계 학생, 산업계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21.8월, 총 4회)
○ 학생 교육수요에 따른 학사운영 유연화 필요
- 학생들이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복수･부전공제 활성화 등 학사 제도 유연화
및 맞춤형 진로 지도 필요
- 개별 전공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제도 도입 필요
○ 이공계 대학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 요구
- 교수평가제를 통해 수업 및 역량관리 등 수업의 질 저하 방지 필요
- 이공학 교육에 적합한 교수법 등 교수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이공계 학부 기초･핵심･현장역량 강화 필수
- 수･과학 및 전공기초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강화 필요
- 현장실습, 인턴쉽을 계절학기 교과목 등으로 더 많이 개설해주기를 희망
○ 이공계 대학원 학습 및 연구환경 개선
-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보다 대학원에서 학과 간 장벽을 없애고, 타 대학과의
공동연구, 공동지도 등과 같이 공식적인 제도가 필요
- 노후 실험실습기자재를 현대화하고, 실제 산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기자재 도입 필요
○ 재직자 교육을 위한 대학의 역할 확대
-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재직자 재교육 등 대학의 미래수요 대응 역할 확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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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세부추진과제 단위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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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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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점 추진 과제
가) 수요자 중심 교육 혁신
①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 학생이 탄탄한 이공계 전공기초 지식을 쌓고, 타 전공과 융합･협업･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
□ 수･과학･정보 등 기초교육 및 전공 심화교육 강화
○ (수준별 맞춤학습) 단계적 학습성취가 필수인 화학, 통계 등 이공계 기초과목에 대해 AI 등을 기반으로
학생 수준별 맞춤학습 지원
- 개인의 개별적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고, 적성과 흥미에 맞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응형
학습시스템* 이공분야 우선 도입
* (가칭) H.E.A.D(우수교육 혁신대학지원) 대학 내 우선 적용
※ H.E.A.D : ’22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대학 중 미래 융복합 우수대학 선정 지원
적응형 학습 도입 교육 혁신사례
(국내) 아주대

(해외) 애리조나 주립대

▸AI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사전 학습수준 진단, 교수자는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을 능동학습(active learning)
으로 구성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수준과 속도로 학습
할 수 있도록 지원(기초화학, 확률, 통계 등 4개 과목 적용)
▸eAdvisor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별 학생 수강이력 관리 및 학습
→ (성과) 학생들의 성적 향상, 수업방식에 대한 ‘학습도움’, ‘학습 진도를 관리하고 필요시 유사강의 추천 등 대안 제시
이해도’, ‘흥미도’, ‘학습유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특히 기
초지식이 낮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남

○ (콘텐츠 개발) AI 등 신기술 분야 K-MOOC 강좌 등 개발 시 기초(수학, 물리, 화학 등) 과정과
연계하여 단계별 이수가 가능토록 콘텐츠 개발⋅확대
※ 기초-일반-심화 과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수체계도 제시(’21.12.기준 78개 강좌 제공)

○ (정보교육 확대) 인문･사회 등 비전공자 대상 SW 융합교육 및 전교생 SW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SW중심대학을 단계적으로 확대*
* SW중심대학 확대 : ’21년 41개 → ’25년 64개

○ (공학교육인증) 시대 변화를 반영한 공학교육인증제 개선을 위해 인증평가 절차 간소화 및 인증기준
개정(KEC2015→KEC202X) 추진
- 정책연구를 통해 학문별 다양성 확대, 평가항목 간소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개선 방안
마련(’22년 개선 → ’23년 적용 목표)
※ 공학교육인증제 운영 대학 현황(’21) : 84개 대학 490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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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공학교육인증 개선방향(안) 예시
구분

기존

개선(안)

• 수학･기초과학･전산학 (MSC) 30학점
• 전공과목 54학점 이상
• 공학 전문교양 18학점

학점
기준

분야별 학점 기준 유연화
* 전공별 필수 전공 가이드 마련

⇨

평가
지표

• 8개 분야 24개 항목

항목 간소화 및 개선

기타

• 일률적인 기준 적용 및 경직적인 인증 운영

학문별 다양성 확대 및 분야별 특성 반영한 평가
개선

- 인증 졸업생 취업 우대기업 확대*를 통한 참여 학생 지원 강화
* 대기업 외에도 지역 내 중견/강소기업 대상의 MOU 체결 노력 확대 및 홍보 추진

□ 창의･융합교육을 통한 미래 변화대응 능력 향상 지원
○ (우수교육 혁신 대학지원) 변화대응 능력 등 미래 핵심 필요 역량 교육을 선도할 미래 융복합 혁신인재
양성대학((가칭) H.E.A.D.대학*)을 선정･지원
* Higher Education Academy Developer

- 다양한 학사제도 운영을 참여요건으로 하여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한 학사모델 운영 및
질 관리를 유도하고, 교양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혁신 사례 공유 및 전체 대학으로의 확산 지원
※ 참여요건(예시) : ① 학과에 구애받지 않는 학생 전공선택권 보장, ② 기초교양 과목 역량 중심으로 전면 개편,
③ 학사과정 유연화

○ (융합교육･연구 강화) 교육 단계부터 이공, 인문학 등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융합교육･연구
위원회*를 운영하여 융합인재 양성 추진
* 대학의 융합 교육과정 개발 운영,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위원회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등과 연계 운영

○ (학･석사 연계과정) 이공학 분야 학석사 연계과정 확대를 통해 우수 공학인재 조기 양성 및 사회
진출 추진
- 첨단분야 고급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하여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인 “(가칭)점프 프로그램(JUMP*)”
신설 추진
* Joint University Master Program

- 대학 간 또는 대학 내 학과 간 협업을 통하여 일반 또는 이공계학부(3.5년)+ SW･AI 석사과정(1.5년)을
운영
※ (현행) 대학 내 학･석사 연계과정만 운영 è (개선) 대학 간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 SW중심대학･AI대학원 등을 연계하는 SW･AI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
○ (민･관 협업교육) 기업 주도로 대학과 협력하는 민･관 협력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디지털 기초･심층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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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SW아카데미) 대학은 교육장･인프라 등을 제공하고 기업은 교육과정 설계 및 재직자가
강사로 참여 과정 운영(’22.∼)
- (NW형 SW아카데미) 지역 대학 공동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SW기초과정 운영 및 기업 운영
심화과정 연계 제공(’22.∼)
- (AI융합혁신인재 양성)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 재직자 겸직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추진(’22.∼)

□ 산업 수요 및 학생 진로를 반영한 현장중심 교육 활성화
○ (대학생 진로 및 취창업 지원) 마케팅 등 기업이 제시한 프로젝트를 학생이 직접 수행하고 재직자
멘토링, 인턴십 등을 자연스럽게 결합 → 현장 직무역량 제고 및 취업기회 확대
※ 교육부(혁신공유대학)-대한상공회의소 협력형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22~)

- (진로지원 강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내 개인별 진로･취업정보 제공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추진(’22년 개통)
* 청년진로정보시스템 구축 : 개인별 특성･역량 정보를 입력하면 진로를 추천하거나 희망진로 실현을 위해 보완점을
제안하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추천(curation) 서비스 개발･구축

○ (현장실습 내실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21.7월)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 필요사항
현장 의견수렴 등 추진(’22~)

- 79 -

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 대학(전문대 포함)의 실제 운영사례 및 실태조사, 정부부처 등의 현장실습 관련 지원현황 파악,
관계기관 및 관계자 대상 인터뷰 등
※ (내용) 현장실습 체제 정비 및 표준 운영절차, 산재･상해보험 가입 및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재난상황 시
일시중단 또는 복교 등 우선조치 등 학생 안전망 강화

- 산학협력 마일리지 확대, 현장실습 참여율 K-ESG 평가 반영, 현장실습 세액공제 등을 통한 기업
참여 확대 검토
※ 산업부는 사회적 공헌 측면의 기업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가이드라인 성격의 K-ESG(K-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지표를 마련 중(’21.하)

- 기업 및 산업별협회(SC) 등 산업체 주도의 현장실습학기제 및 대학 주도의 중소･중견기업 맞춤
우수사례 발굴･확산

<표 2-14> 참고 : SK하이닉스 대학생 실습학기제(사례)
구 분

기존 일반기업 인턴십

SK하이닉스 대학생 실습학기제

학생 선발

각 기업에서 선발

각 대학의 추천･선발

실습지원비

‘열정페이’ 만연

4주간 120만원(’17동계) / 175만원(’18하계)

내용

희망･역량과 별개로 부서 배정

본인 희망부서에서 실무경험, 현장프로젝트에 투입

수료 후

피드백 과정 없음

학생이 대학에 현장실습 피드백 제출, 기업은 대학을
통해 개선점 모색 가능

※ ‘산업체 주도형 실습학기제’(한국공학한림원 주관) : SK하이닉스, 포스코,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이 참여, 기존 인턴제도와 별개로 대학-기업
협업 운영

○ (현장실습 지원체계 구축) 대학생 현장실습 전국단위 지원 플랫폼으로서 ‘산학연계 현장실습지원협회
(KACE)’ 통해 현장실습 수요･기업 정보 및 선도모델 등 공유･매칭
한국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협회(KACE)

￭ (명칭) 한국산학연계현장실습지원협회(KACE : Korea Association for Cooperative & Work-Integrated Education)
* 교육부 소관의 비영리 법인 등록(’21.11.)
￭ (주요업무) ❶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우수모델 발굴･확산 통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 도모
❷ 전문화된 연구 및 포럼 등을 통한 정책제언, 해외 벤치마킹 공유, 컨설팅 및 교육 제공
❸ 국제 Co-op기구인 WACE와의 협력관계를 구축(8번째 국가별 Co-op협회로 등록 추진)

○ (실전 교육 강화) 현장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실전 교육 강화
- 이공계 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실전문제연구팀이 산업체에서 제시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산업현장 문제해결 역량 제고
* 실전문제연구팀 : 대학원생 팀장, 학부생 팀원 및 멘토(지도교수･산업체 전문가)로 구성

○ (실무교육･현장실습 연계) 학부생 대상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이어서 기업연수과정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교육 추진
※ ’22년 1~2개 유망기술분야 연수생(학사)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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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요구사항 분석

∙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교육 및 채용 수요 분석
* 유망기술분야

채용약정 계약

▶

실무 연수

기업 인턴십

▶ ∙ 연수생 교육･훈련

∙ 기업연수 참여 기업 선정

▶ ∙ 기업에서 기업연수 과정

(4개월 내외)

진행

② [대학] 우수 교원 양성 및 운영 자율성 확대
◈ 이공학 분야 특성을 반영한 학습코칭 역량을 갖춘 우수 대학교원 양성 지원
◈ 미래환경 변화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하여 우수 이공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운영 자율성 확대
□ 교원 평가제도 개선
○ 다양한 업적평가 가능하도록 논문 외에도 산업체 공동연구 성과, 교육 역량 등을 평가하는 복수적
성과체계 설계 권장
※ 산업체 성과 : 사외이사 활동, 산업체 세미나, 기술이전 및 특허, 오픈소스 SW 공개 등
교육 역량 : 강의평가(양적), 졸업생의 가장 도움이 되는 강의 선정(질적) 등

- (산학협력)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통해 산학협력실적을 교원업적평가의
핵심 요소화*
* LINC+ 연차･종합평가에 △교수업적평가의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 △교수 1인당 산업체공동연구 건수
및 연구비,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료 기반영(정량 31%이상)

- (평가 다양화) 업적 분야별 평가트랙을 다양하게 구축하고 교수(단과대학)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 강점 분야에 집중하여 활동 권장

<표 2-15> (예) 트랙별 교원업적평가 기준점수
구분

표준형

교육형

연구형

산학협력형

교육

40

60

25

15

연구

40

25

60

10

봉사

10

5

5

5

산학협력

10

10

10

70

□ 미래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의 자율성 확대
○ (첨단분야 정원제도) 대학(원)이 AI･바이오헬스 등 첨단분야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정원제도 유연화(’21~)
- 결손인원, 편입학여석 등을 활용하여 첨단학과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제도 시행(학부 : ’21학년도~/
대학원 : ’22학년도~)
- 수도권 포함 대학원 첨단 분야 정원확대 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 90% 충족 시 정원 순증 허용
- 대학별 여건에 따라 학사정원 감축분을 석사 정원으로 전환 허용 및 석사-박사간 정원 상호교류 확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1.9.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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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 개별 대학이 보유한 정원 및 교원･시설 등을 공유하여 하나의 첨단분야
공동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일부개정(’21.3.19.)
제3조의2(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 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학 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 중 [별표 1]에 따른 첨단분야의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정원 분담규모, 교원 등 해당 학과 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신산업분야 공동학과 운영 사례(예시)
‣ (참여대학) 전남대-순천대
‣ (학과명)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22학년도~)
‣ (학생정원) 총 50명(전남대 20명, 순천대 30명)
※ 첨단학과 정원조정제도에 따라 편입학 여석 등을 활용하여 정원 마련 가능
‣ (학위) 참여 학생이 공동학위 또는 단독학위 선택하여 취득 가능
‣ (교육과정) 하나의 커리큘럼 하에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이수
- 전공 : 양 대학에서 동일한 교과목 개설,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
- 교양 : 교양필수/ 공통교양 과목은 양 대학이 공동으로 정하되, 양 대학에 개설된 교양을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이수

○ (규제 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내 이동수업 등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역대학의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 지원(’21~)
* 수도권 이외 소재하는 지역대학의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적용배제 또는 완화) 적용

○ (듀얼전공 활성화) 전통적인 학과를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이 학과장벽을 넘어 융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듀얼전공 확대
※ (예시) 학생은 무학과제로 대학에 입학 → 주된 소속학과 없이 2개의 전공으로 졸업
국내 운영 사례(예시)
‣ 건국대학교 자기설계전공제(듀얼전공) : 학생 스스로 대학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을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후 학교승인을
받아 전공을 이수하는 교육과정 제도
- 최소 24~30학점의 전공 교육과정을 학생이 편성하고, 원전공과 자기설계전공 졸업 요건 모두 충족할 경우 두 개의 전공을 학위증에
표기

나) 연구 경쟁력 강화
①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
◈ 대학이 교육기관을 넘어 지식창출의 주체로서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대학중심 연구 생태계 조성
○ (대학단위 R&D 지원)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 확보를 위해 대학기관 단위로 연구력이 축적될 수
있는 대학 단위의 R&D 지원 추진
- 기존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 유지하면서 각 대학의 강점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영속성 있는 연구소* 중심 지원 추진
* 기존 집단연구센터 지속 지원을 통해 (가칭)대학혁신연구소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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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도 기초연구(Track 1)

혁신 선도 기초연구(Track 2)

연구자 자율성 기반 연구
개인기초연구 중심 지원

국가 전략･사회 이슈 분야 연구
대학(집단연구) 중심 지원

+

⇒ 창의적･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 범용적 활용(used-anywhere) 가능

⇒ 전략분야 연구인력 양성
⇒ 연구 성과 축적을 통한 혁신 선제 대응

- 탄소중립, AI 등 국가적 이슈 및 미래 혁신 분야, 난제 해결 등 세계 연구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학 연구 역량을 평가, 선정･지원
○ (학문분야별 맞춤형 지원) 연구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학회 등 중심) 분야별 연구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지원 체계 확립
※ (’20년) 수학 → (’21년)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 기초의학 → (’22년) 全 분야 확대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수학) 기초연구자 비율 상향, 소액･장기연구 지원 확대 필요 → 과제별 연구비 ↓, 과제 수 ↑
❖ (물리) 장비비, 재료비 등 초기비용 요구 → 연구 단계별 연구비 차등 지급
❖ (의학)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인력 부족 → 기초의학 인력양성을 위한 석･박사 인건비 지원

○ (대학부설연구소 내실화)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 세부현황조사 실시 및 대학이 연구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정책연구를 통해 연구소와 대학 내 연계 강화, 연구소간 역할 배분,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중(’21.12.~)

○ (기초과학역량 강화지원) 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를 집적･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고, 해당 센터가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기초과학역량강화지원 사업 예산 : (’21) 1,068억원 → (’22) 1,214억원

□ 지역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
○ (지역대학 기초연구 강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자생적 지역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 플랫폼 구축 지원
(예시) 지역대학 연구 역량 강화 지원(RLRC+)
‣ (지원방향(안)) 지역대학을 거점으로 연구협력대상을 다양화하여 연구 지원
(Track 1)
지역대학+기업

∙ 기술･인력･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 개방형 연구 확대
∙ 산업계 채용 촉진 등

(Track 2)
지역대학+수도권대학

∙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지역대학-수도권대학 컨소시엄 기초연구
∙ 지역거점대학을 Hub로 지역 내 타 대학과 협력 연구 및 인력교류

(Track 3)
지역대학+출연(연)등

∙ 대학의 연구 인력과 출연연의 연구 인프라 공유･상호 보완

※ 필요시 기초연구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기초연구 수행 핵심 주체로써 대학 중심 연구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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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연구격차 완화)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대학 연구자 지원사업*
및 추진과제 수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에 배분**
* 지역대학 전임･비전임교원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사업’ 추진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은 과제수의 30%, ‘박사후국내외연수사업*’은 과제수의 50%를 지역대학에 배분

② 우수 연구자의 연구 기회 확대
◈ 우수한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자가 대학 소속, 생애주기, 성별 등에 의해 연구가 제약받지 않도록 연구
기회 확대
□ 대학 및 학문간 공동연구 활성화
○ (인문사회와의 융합연구) 뇌과학, 기술윤리 등 다차원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초학제간 공동연구 그룹* 지원(’22~)
* 이공계분야 연구책임자와 인문사회 연구자로 연구 집단 구성
※ 기초연구실사업 내 융합형 신설(‘22년 20개, 100억원), 초학제간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융합선도연구센터(CRC)
신설(’22년 3개 내외, 45억)

○ (학제간 융합연구) 미래선도형 학문분야 발굴 및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이공분야･인문사회분야
연구자 간 공동 융･복합연구* 과제 지원
* 연구책임자 : 이공학 분야 전임교원, 공동연구진: 2~3인의 이종 학문분야 연구자로 구성

<표 2-16> 학제간 융합연구 예시
구분

주제별

내용

생명과학단

기초생명
(식물학)

∙ 유전자 편집 기술에 의한 고기능성 항산화물질 생산 토마토 육성과 사회적 수용을
위한 거버넌스 방안

의약학단

응용의학
(예방 및
직업환경의학)

공학단

기계
(응용의학)

ICT융합연구단

다학제 융합･복합
(산업공학)

∙ 바이오 헬스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AI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 성인 발달성협응장애의 손기능에 관한 연구
∙ 전문가와 인공지능 간 상호협력 및 상호발전을 위한 학습 프레임워크 개발 및 검증
: 공학적 방법과 사회학 이론의 학제간 융합적 접근

○ (학문분야 특화 공동연구) 글로벌 연구동향, 연구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학문분야별로 융･복합
공동연구가 필요한 주제 전략적 발굴･지원
※ 학회,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신기술, 최근 연구 동향을 반영한 기초연구주제 발굴 → 소규모/중규모 공동연구
과제로 연구주제 지정 공모 추진

□ 이공계 대학(원)생의 끊김없는 연구활동 지원
○ (석･박사과정생 지원 강화)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 추진 및 석･박사 과정생이 참여할 수 있는
R&D 연구과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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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과정에 전업(full-time)으로 재학 중인 자(석박통합, 수료생 포함)에
대해 학위논문 작성 연구비 지원
※ (’19) 3,000백만원, 150개 → (’22) 11,680백만원, 584개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사업) 사업 수혜대상을 기존 박사후연구원에서 박사과정생까지 확대하여 지원
- (과학기술전문사관 확대) 현행 과학기술전문사관 선발 범위를 학부생에서 석사 입학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 협의 추진
○ (글로벌 교류 확대) 국내 연구진의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과 국내 연구자간
기술교류회를 신규 추진(’22∼)
- 과기원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분야 한미 공동연구･교육･교류* 추진
* 미국대학원-4대과기원 대학원생 간, 영국 대학-4대 과기원 학생 간 교류(’23∼)

○ (여대학(원)생 지원) 이공계 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 조성을
통해 경력단절 없는 연구 활동 지원
- 자기주도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 및 리더십 강화를 지원하는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 운영 확대
* 여대학원생이 중고생, 대학생으로 구성(남학생 참여 가능)된 연구팀 리더가 되어 전공 분야 자율적 연구 수행
((‘21년) 100개 팀, 500명 → (’22년) 150팀, 700명)

- 육아휴직 등에 의한 연구기간 연장 시 학생인건비, 랩실 운영비 등 기본경비를 추가 지원하여
일･가정 연구문화 조성
○ (안정적인 연구지원) 연구자가 출산･육아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최대 2년 연장 허용

③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
◈ 안전한 연구환경에서 연구개발에만 몰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강화
□ 이공계 대학원생의 권익보호 강화
○ (학생인건비 체계 개선) 석･박사가 경제적 걱정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기준
현실화, 장학금 신설 검토 등 제도개선 추진
- 우수 이공계 석･박사 대상 장학금 지원사업 신규기획 추진(~’22년)
- 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 대상 설문･심층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 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현실화 검토(’22)
-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시스템을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Ezbaro)과 연계하여 지급현황을
파악하고, 실지급 상향을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61개)
※ 시스템 연계(’22.上) → 데이터 분석(’22.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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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후 연구원) 박사후 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 직접비 뿐만 아니라 간접비에서도
인건비 계상 허용(혁신법 시행령 개정, ’22.1.1. 시행)
※ 과제 중단 시, 간접비로 인건비 계상 허용

□ 건강한･안전한 연구실 구축
○ (건강한 연구실* 확산) 건강한 연구실로 선정된 연구실을 중심으로 ‘건강한 연구실 협의회’를 설립(’22∼),
우수모델을 도출하여 우수문화를 확산
* 건강한 연구실은 연구실 문화(인권보호 등), 관리(연구원 경력관리, 안전관리 등), 연구성과(우수성, 인력양성 등)가
모두 우수한 연구실로 정의하고 매년 약 10개를 선정･ 시상 중(’20년∼)

○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학생연구원 및 연구자들이 안전한 대학 연구실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대학 연구실사고 ：(’16)99건 → (’17)112건 → (’18)162건 → (’19)147건 → (‘20)131건

- (환경개선) 안전관리 인프라가 취약한 기관을 중심으로 안전･보호장비 구입비용 및 안전 컨설팅
등을 확대 지원*
* 환경개선 지원 예산 확대 : (’21) 30기관/9.1억원 → (’25) 약 100기관/30억원 목표

- (산재보험료 계상허용)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22.1.~)로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간접비로 계상(학생산재보험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산학협력 활성화
①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
◈ 인센티브 확대 및 제도개선 등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확대로 산학연 협력 강화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LINC 3.0)
○ (산학협력 체계 강화) 3단계 LINC 사업을 통해 산학연협력 대학 내 추진체계 강화, 대학 특성에
맞는 단계적 산학연협력 성장모델 구축 확산 추진
- 첨단분야 중심 산업수요 인재양성, 기업 밀착 지원, 대학 내 산학연협력 조직 재구조화 등 대학별
맞춤형 산학연협력 지원(’22~’27, 134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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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참고 : 3단계 LINC 지원내용 및 유형(안))

목표

1단계

2단계

3단계(’22∼)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질 개선

산학협력 분야･범위
확대 및 다양화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공유 생태계 조성

일
반
대

기술혁신형

전
문
대

산학협력선도형

기술혁신선도형

현장밀착형
산학협력
고도화형

➜

사회
맞춤형
학과
중점형

수요맞춤성장형

지원유형별 10~50교
내외 지원

협력기반구축형
수요맞춤성장형

➜

현장실습집중형

협력기반구축형

지원유형별 15~44교
내외 지원

□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확대
○ (계약학과 활성화) 입학단계에서 협약기업 채용을 보장하고 대학에서의 기업 맞춤형 집중교육과
현장실무능력 배양
※ (’21년) 전문대 5교, 일반대 8교(156억원) → (’22 예정) 전문대 7교, 일반대 8교(180억원)

- 협약기업이 제시한 채용기준을 반영하여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

<표 2-18>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교육모델
∙ (1학년) 기업 맞춤형 전공 집중 기본교육
∙ (2학년) 현장실무 교육(대학, 기업 공동설계)

※ 필요 시 6개월 단축운영 가능
【2학년: 일･학업 병행】

【1학년: 학업】
주간수업(기업맞춤형 전공교육)

⇒

취업

⇒

현장 실무교육

<표 2-19> (예시) KAIST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22년)
∙ (학부) 반도체 기본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연 100여명)
【(선택) 석･박사 과정 진학】

【학사】
기업 수요 전문 기술 습득

⇒

수료

⇒

산학공동연구를 통한 첨단기술개발

- (석･박사 계약학과 활성화) 신규인재 및 기업 재직자 대상 석･박사 계약학과 지원사업 추진 및
대학-산업체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사업 내 석･박사과정 지원사업 추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석･박사 계약학과(′19년
기준 석사 223개, 박사 102개 운영) 확대

□ 산학협력단 개편 등 기반 강화
○ (산학협력단 기능개선) 산학협력단 조직･기능 재편 유도, 규제개선을 위한 ‘(가칭)산학협력단 기능개선
및 질제고 방안’ 마련(’22.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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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 중심의 산학연 협력 추진 기능 재정비, 산학연협력 지속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기반
강화 등
※ ① 산학협력단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개선 ② 산학협력단 인력관리 체계 강화 및 운영관리 지원
③ 대학-산학협력단-지역 협력기반 체계 강화

○ (산학연 플랫폼) 개별 대학 간, 대학-산업계 간 장비･특허･지식정보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21~)
※ 대학 간 ‘공유･협업활동 지수’를 개발하여 사업 관리･운영 요소 반영 검토

□ 산학협력을 위한 부처-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 (산학협력 마일리지 개선) 질적인 산학협력 활동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운영방식 개편
및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산학협력 마일리지 주요 개선 내용(’21.하)

∙ (내용) 현재 기업 대상 대학생 현장실습 실적 있을 시 마일리지 적립
→ (개선) 기업, 대학 함께 적립, 산업체 부담경비, 채용 공동 과제수행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으로 마일리지 적립범위 확대
∙ (혜택) △기업 : 기업지원 정책사업 가점 → + 금융 혜택, K-ESG 평가 반영
△대학 : 정보공시 및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반영 등

○ (산･학 혁신 생태계 확대) 대학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시설 건립
지원 등을 통해 업무공간 제공 등 창업･성장기업을 위한 혁신 생태계 확대
※ ’19년 3개 대학(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 ‘산학연 혁신허브동’ 착수(’22.~),
’21년 2개 대학(경북대, 전남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22.)

- 유망기업･연구소 대학 내 유치 및 지원 인프라 집중 배치로 산학연협력 혁신 거점으로 활용 확대
※ ’19년 2개 대학(부경대, 한양대 에리카), ’20년 2개 대학(연세대, 순천향대)
※ 비즈니스Lab, 공동연구시설 등 산학연 아이디어 혁신을 위한 공간 조성 병행

○ (대학-기업 간 협업체제 운영) 신기술 관련 대학 및 산업별 협･단체(ISC 등) 간 상시 협업채널
운영, 산업 내 기술 인력 수요동향 및 대학 인재양성 현황 등 정보 공유
- (재직자 석･박사학위과정 지원) LINC 3.0 등을 통해 대학-기업 공동 연구실 등을 설치하여 대학-기업
간 인재 교류 증진

② 이공계 대학의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 이공계 대학의 연구성과 실용화와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 및 창업교육을 통한
대학 창업역량 강화
□ 대학 연구성과 실용화 확산
○ (연구성과 중개연구) 중개연구자(대학･출연연)･기술사업화 전담조직･수요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초･원천기술을 키우는 기술 실용화* 본격 추진
* 기술 이전･검증, 후속 R&D(기술성숙),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 88 -

제2장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대학 창업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청년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기업･대학(산단) 등 취업 연계
※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육성 사업을 통해 이공계 졸업생이 대학 산단에 채용(6개월)되어, 기술사업화 관련
교육 이수 후 대학-기업 간 기술이전 등 활동 지원

□ 대학 기술 기반의 창업 활성화
○ (창업선도대학) 연구성과와 창업 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기업
설립, 후속 지원까지 연계 지원(’21년 20개大)
※ (교육부) 실험실창업 교육과정, 인프라 구축, (과기정통부) 창업유망기술 대상 후속 R&D 지원, 사업모형(BM)
고도화, (중기부) 창업 후 기업성장 지원

○ (창업탐색교육) 이공계 대학 창업팀의 창업 아이템을 고객･시장 중심으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시장중심
창업탐색교육(‘아이코어’) 지원
※ 美 국립과학재단(NSF)의 I-Corps 프로그램 방법론 연계･적용

○ (대학생 창업역량 제고) Startup Class 100*을 통해 우수 창업강좌 및 교육모델 확산 시 신기술
분야 선정 가점 부여 등 발굴 유도
* 창업교육 우수 대학이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창업강좌 100개를 발굴(~’22년)하여, 전국 대학 및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안 또는 교육자료 확산

○ (교원 창업 장려) 교원 창업 장려/지원 및 산업체 겸직 인정 확대 적용, 창업휴직제 등의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등 대학 내부규정 정비 유도
※ BRIDGE+,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등 평가지표 반영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학-지역산업 연계 강화
○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지식･역량을 갖춘 지역 과학기술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STAR-Academy*」 운영(’22∼)
* (Science and Technology Acceleration for Region + Academy) 지역 과학기술 실용화 생태계 특성･여건에
특화되고, 실용화 혁신주체 간 연계･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기업가적 안목의 전문인력 육성

○ (4대 과기원 중심 지역혁신) 과기원별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지역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고급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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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지역혁신 방안(안)
KAIST

신종 감염병 및 난치성 질환의 해결을 위해 IT, NT 등 신기술과 바이오･의료를 연결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인프라 구축(’22.3월〜)

GIST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등 AI 분야 인재양성 및 R&D 역량 확충을 위해 전문교육 및 MIT와의 국제공동연구
등 추진(’22.1월〜)

DGIST

스마트 팩토리･모빌리티･헬스케어 등 대구경북 지역의 중점 산업분야 연구혁신 선도를 위한 센소리움(Sensorium)
연구소 설립(’22.3월〜)

UNIST

탄소중립 관련 연구 및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정유･제철･조선･자동차 분야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탄소 중립화 지원
(’22.3월〜)

라)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 대학의 R&D 및 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고도화
□ 대학 인력양성 성과관리체계 마련
○ (인력양성 성과관리) 대학이 수행하는 정부R&D,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의 이공계 인력양성 효과
분석･관리 등 관리방안 마련
- 대학 산학연협력 정보화시스템 도입, 대학 재정투입･성과분석 등으로 성과관리 내실화(’22)
※ 사업 수혜인원, 교육과정 운영실적, 취업률 및 고용현황 등 성과관리

- 대학수행 R&D의 인력양성 성과를 파악하는 조사･분석 지표 신설 및 성과물로 편입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추진
※ 대학수행 R&D는 대학(원)생의 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초기 경력경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력양성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

□ 이공계 대학･인력 관련 통계 및 네트워크 강화
○ (이공계대학원 총조사) 대학원 교육･연구환경 및 신진 석･박사 인력의 경력경로 조사를 통해 ‘청년
이공계 인력의 교육 및 연구’ 현황 공개(‘21~)
- (대학원조사) 국내 일반대학원 내 이공계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자･교원의 교육･연구 현황*
실태조사(전수조사)
* 이공계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교원 등 현황, 교육 및 연구 환경, 학생연구원 처우, 연구 성과, 취업현황

- (석･박사 추적조사) 국내 이공계 신규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자의 초기경력 및 연구･기술적
성과 등을 3년 주기로 추적조사(표본조사)
*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자 현황(18,173명) : 자연과학계열 5,408명, 공학계열 9,674명, 의학계열 3,091명 (’20년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9,145명) : 자연과학계열 2,642명, 공학계열 4,304명, 의학계열 2,199명 (’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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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SF 과학기술인력 관련 유관 조사

∙ 1950년대부터 대졸 및 박사인력 통계데이터 축적
학부 졸업자 추적조사
(NSCG)
박사추적조사
(SDR)
과학기술분야
대학원총조사 (GSS)

(주요내용) 교육 및 고용 현황 등 추적조사
(조사방법) 순환패널조사 (격년마다 실시)
(주요내용) 교육･연구 활동, 고용현황 등 장기 추적(~75세)
(조사방법) 고정패널조사 (격년마다 실시)
(주요내용) 분야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비전임연구원 현황
(조사방법) 전수조사 (매년 실시)

○ (통계 고도화) 고등교육 기본통계 고도화* 및 통계 간 연계**를 통해 고등교육 내 인적자원 유입･이동
및 사회･계층 이동 분석 활용 검토
* 교원･강사･학생 등 개인 단위 통계 자료 관리 등을 통해 다양한 분석 기반 마련(’20년 ISP 완료 → ’22년 개선
추진예정)
** 고등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국내신규박사 실태조사, 일자리이동통계,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 등

- (고급인재 대상 질적조사 개편) 국내 신규박사학위취득자 조사 범위를 석사까지 확대하고, 졸업이후
경력 등의 추적조사 등 실시
※ 정책연구 추진(~’22.上) : 석･박사 고급인재 및 대학 내 연구인력의 교육 및 연구실태, 처우, 연구성과 등
조사 항목 확대 및 졸업 이후 경력･일자리 이동 추적조사 등

□ 이공학 분야 혁신을 위한 민-관 소통･협업체계 운영
○ (협업체계 운영)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등 부처 실무 협의체간 협업을 통해
부처간 협력･연계 등 강화
-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대학 이공분야 제도개선 필요사항,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
간담회 운영
※ 자연과학대학장･공과대학장 협의회, 중점연구소･핵심연구지원센터장 협의회 등

- (민-민) 기업 협회(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와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협회(KACE)
간 이공계 학생 현장인턴 활성화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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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공계지원 특별법 후속연구
1. 추진 배경
□ 글로벌 기술패권 및 디지털화 가속화로 인적자원 확보경쟁이 심화
○ 미･중을 둘러싼 기술패권 격화 및 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기술경쟁이 심화
○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신산업 분야 등의 인재양성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 핵심인재 유지･보호에 집중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국가성장동력 상실위기에 직면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21년)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순유입이 급감하는 등 ’21년부터 총인구 감소세 전환
* 출생아 27만명 < 사망자 30만명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인력의 신규 유입 감소* 및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 심화** 전망
* 이공계 대학입학가능 자원 전망 : (’20) 181천명 ➝ (’30) 151천명
** 과기분야 신규인력 수급전망(학사 이상): (’19~’23) 0.8천명 부족 ➝ (’24~’28) 47천명 부족
(출처: 관계부처 합동, ’21.2.25,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 생산가능인구 수가 감소되는 가운데 60대 이상 연구자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
* 60대 이상 연구자비중 : (’14) 2.2% → (’20) 3.7% (출처: 과기정통부･KISTEP, 각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 기술주권 확보와 인구감소에 획기적 대응기반 마련을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 필요
○ 이공계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과학기술혁신을 이끌어온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법 제정된 이래 단 3차례만 일부개정*이 되었고, 대부분 타법의 개정에 의해 추진
* ① (‘06.12.08) KAIST, 광주과기원 추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과기부장관 신고 /
② (‘11.06.07) 연구장려금의 환수 조항(제9조의 2) 신설 / ③ (‘17.12.19) 대구경북과기원, 울산과기원을 포함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이나 우수한 인재양성기관에 대한
탄력적 보상･지원 어려움 등 한계가 존재
○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가성장동력 유지를 위한 이공계인력 육성·활용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 근거기반의 인재정책 수급 대응을 위해 이공계인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 활용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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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유입인력의 지속성장 지원, 신산업분야의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고경력자
활용 등을 지원하여 양적･질적으로 인력 확충 필요
- 과학기술혁신의 가속화 및 핵심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할 필요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하는 이공계인력의 체계적 육성･활용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현행법상 불비사항 보완 및 구체화 추진

2. 추진경과
□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마련 연구’ 정책연구 추진
※ ’20.8월~’21.2월, 법무법인 지평

□ 「이공계지원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21.6.18)
※ 조문 간소화, 다른 법률과의 관계조항 신설, 타법 중복성 검토, 개정안 우선순위설정 등 제안

□ 「이공계지원법」개정(안)에 대한 과기정통부 내 의견수렴(’21.8.18)
※ 개인정보수집 특례조항, 연구중심대학 지원방안 구체화(R&D규제특례), 국방 과학기술분야 이공계 인력 지원 등

□ 「이공계지원법」일부개정(안) 발의 추진(’22. 2월초~)
※ 현행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제기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고, 일부개정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적인 이슈로 선정

3. 현황진단 및 정책동향
1) 현황분석 및 문제점 진단
가) 현황분석
□ 이공계인력의 양적 규모 확대 및 인재경쟁력 향상
○ 이공계인력의 배출 및 고급 연구인력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
※ 박사학위 취득자는 ’21년 7,314명으로 ’08년 대비 2배 증가, 박사 연구원수는 ’20년 77,154명으로 ’04년
대비 1.7배 증가
※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FTE) 수는 한국이 16.0명(’20)으로 프랑스 10.6명(’19), 독일 10.3명(’19), 일본9.9명
(’19) 등 주요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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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졸업자수

이공계 연구원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

출처: 과기정통부･KISTEP(각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출처: 과기정통부･KISTEP(각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그림 2-13] 이공계 졸업자수 및 연구원수
○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 및 우수인재 해외유출 지수 등 인재경쟁력이 개선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

출처: IMD(각년도),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두뇌유출

인재경쟁력

출처: IMD(각년도),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출처: IMD(각년도), World Talent
Ranking Report

[그림 2-14] 인재경쟁력 지수
□ 국가R&D 투자 및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을 위한 투자 확대
○ 총 연구개발비는 ’20년 93조 717억원으로 ’04년 대비 4.2배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1%로
세계 2위 수준
※ (’04) 22조 1,853억원(GDP 대비 2.44%) → (’20) 93조 717억원(GDP 대비 4.81%)

○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을 위한 재정 투자규모도 대폭 확대 추세
※ (’06~’10) 7.5조원 → (’11~’15) 14.7조원 → (’16~’20) 24.8조원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투자

총 연구개발비

출처: 과기정통부･KISTEP(각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그림 2-15] 총 연구개발비

출처: 관계부처 합동(각년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그림 2-16]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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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성과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개선
○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 및 상위 1% 고피인용 논문수가 증가하는 추세
※ 논문1편당 평균 피인용수 : (’11~’15) 5.55회(세계평균 5.61회) → (’16~’20) 7.57회(세계평균 6.92회)
※ 상위1% 고피용 논문수 : (’11~’15) 2,262건(15위) → (’16~’20) 3,454건(13위)

○ 국제특허출원(PCT) 건수는 ’20년 20,044건이며, ’04년 대비 비약적으로 5.6배 증가하여 세계
4위를 차지
※ (’04) 3,555건(7위) → (’13) 12,381건(5위)

→ (’20) 20,044건(4위)

○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기술료수입 : (’04) 551억원 → (’13) 1,354억원 → (’20) 3,361억원
※ 기술이전율 : (’06) 24.2% → (’13) 31.2% → (’20) 35.5%

논문성과

국제특허출원(PCT) 건수

출처: KISTEP(2021), 과학기술 논문성과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분석연구

기술료수입 및 기술이전율

출처: 산업부･KIAT외(각년도), 공공연구
기관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조사

[그림 2-17] 연구개발 성과 현황

나) 문제점 진단
□ 이공계인력의 유입감소 및 전문성 이탈로 미래인재 부족 심화
○ 학령인구 감소, 병역특례제도 축소･폐지 우려 등으로 이공계 유입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이공계대학원 충원률 : (’15) 87.7% → (’18) 81.7% → (’21) 83.9%
※ 이공계대학원 진학률 : (’15)11.6% → (’16) 10.3% → (’19) 9.3%

○ 배출된 이공계인력이 전공과 관련성이 적은 직업에 취업함으로써 전문성 사장 및 인력 낭비를 초래
※ 4년제 일반대학 기준 전공일치도: 공학 (’14) 55.5% → (’16) 54.0% → (’18) 55.5% / 자연과학 (’14)
53.7% → (’16) 48.8% → (’18)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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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석박사급 연구인력 유입부족

이공계열의 전공일치도(4년제 일반대학 기준)

출처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각년도)

출처: 고용정보원(각년도), 대졸자 취업정보

[그림 2-18]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인력 유입부족

[그림 2-19] 이공계열의 전공일치도

□ 두뇌 유출지수가 개선((’04) 38위→(’21) 24위)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높고 해외 우수인력 유입은
낮은 수준
○ 두뇌유출지수(24위), 인재유지능력(29위), 인재유입능력(42위) 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두뇌유출지수(’21)

인재유지능력(’17~’18)

출처: IMD(2021), World Talent Report 출처: WEF(2017), THE Global
2021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인재유입능력(’17~’18)

출처: WEF(2017),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그림 2-20] 우수인재 유출 및 유입지수
○ 미국 내 이공계 박사 취득자 중 미국 체류를 희망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40%가 넘는 수준
※ (’06~’09) 45.4% → (’10~’13) 41.9% → (’14~’17) 42.5% (출처: NSF(각년도), S&E indicator)

□ 신기술, 신산업의 수요에 양적･질적 미스매치 지속 등 대응 부족
○ 미래 유망SW분야나 신산업분야에서의 석･박사 고급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술분야별 수급
불일치* 현상으로 양적･질적 미스매치 발생
* 기업은 R&D비중이 높은 정보통신, 기계분야 등을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높은 반면, 대학에서는 바이오분야의
석･박사 배출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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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유망 SW분야 신규인력
수급전망(’18~’22)

5대 신산업 분야 부족인원(’19)

분야별 석박사 인력 미스매치 현황

출처: SPRi(2018), 유망 SW분야의 미래일 출처: 산업부･KIAT외(2021), 5대 신산업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제4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자리 전망
분야 산업기술인력 전망보고서

[그림 2-21] 신산업분야 인력부족 현황
○ 현장과 괴리된 대학교육으로 기업이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부족
- 신입과학기술인 지식의 현재 보유수준과 요구수준 간의 격차가 존재
- 기업들은 ‘학력･자격’, ‘실무역량’ 미흡 등으로 적합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신입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수준 격차(’20)

12대 주력산업의 미충원인력 발생 사유(’20)

출처 : KISTEP(2020), 과학기술인력(HRST) 스코어보드 보고서 출처 : 산업부･KIAT(2021),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그림 2-22] 신입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수준 격차

[그림 2-23] 12대 주력산업의 미충원인력 발생 사유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은 높지 않고, 연구성과의 활용도 미흡한 수준
○ QS 대학평가에서 200위권 내 대학 수는 7개로 답보상태이며, 네이처와 사이언스 논문실적을 토대로 한
상위 300개 대학에 포함은 6개에 불과
※ QS 대학평가 200위권 대학 수 : ’19년 7개 대학(최고순위 36위) → ’22년 7개 대학(최고순위 36위)
※ 미국 89개, 독일 20개, 영국 25개, 중국 35개, 일본 9개, 한국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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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랭킹 200위내 대학 수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게재 상위 300개 대학 수(’21)

출처 : QS 대학평가

출처: 상하이랭킹컨설팅(2022.5),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2021년기준)

[그림 2-24] 세계랭킹 200위내 대학 수

[그림 2-25]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게재 상위 300개
대학 수

○ 산학협력연구비가 증가추세*이나 산･학 연구협력지수**는 선진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수준
* (’16) 8,211억 원 → (’17) 9,416억 원 → (’18) 1조 328억 원 → (’19) 1조 1,174억 원 → (’20) 1조 1,258억 원
** 산･학연구협력지수(’19) : 한국(4.4점), 미국(5.4점), 일본(4.7점), 독일(5.2점), 영국(4.9점)

○ 또한, 국내대학의 특허 활용률이 낮으며, 기술이전 효율성도 미흡
※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총 특허 보유건수 11만 5,811건 중 1만 9,484건 활용으로 활용률은 16.8% 수준(’20)
※ 기술이전효율성(기술이전수입/연구비)은 꾸준히 증가((’16)1.24% → (’17)1.29% → (’18)1.41% →
(’19)1.47%)하고 있으나, 국가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17년 기준 한국 1.55%, 미국 4.66%)

산학협력연구비

산학 연구협력지수(’19)

출처 : NRF(각년도), 대학연구활동실태
조사 분석보고서

출처 : WEF(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기술이전효율성(’19)

출처 : 산업부･KIAT외(2020),공공연구
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KIIP(2020),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사업화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재고

[그림 2-26]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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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사점
○ 과학기술분야의 인력수급정책을 지원하고, 배출된 이공계인력의 전문성 활용 제고를 위해 종합정보
체계 고도화 필요
- 이공계인력 정보의 DB구축 및 각종 관련 DB연계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 불일치 해소 등을 위한 근거기반의 인재정책수립을 지원할 필요
- 이공계인력의 고용정보, 경력경로, 진로정보 제공을 통해 직업과 전공의 불일치 해소할 필요
○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인력 유입의 부족현상 심화에 대응하여 이공계인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성장 지원대책이 필요
- 병역-교육-연구-취업 연계 지원제도를 통해 이공계인력의 지속성장 체계와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유도
○ 신기술･신산업 수요의 급증에 따른 이공계 고급 인재의 질적, 양적 부족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 해외 우수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연구환경, 정주여건 개선 등 국내 매력도를 향상할 필요
- 전략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육성･보호 시책 마련할 필요
- 이공계인력의 역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교육의 질 개선과 함께 고경력 과학기술인등 잠재인력의
활용 활성화 필요
○ 대학의 글로벌 연구경쟁력 강화와 우수 이공계인력 육성을 위하여 전략적 투자 및 자율성이 보장되는
R&D 지원체계 필요

2) 국내외 정책동향
□ 미국
○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과학기술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과 이공계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Endless Frontier Act」*를 발의
*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미래기술, 과학, 연구분야에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발의된 패키지 법안 ‘미국혁신경쟁법
(USICA: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의 하나로 상원 통과(’21.6.8) 후 하원 계류 중

- 국립과학재단(NSF) 내 기술혁신국(Directorate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을 신설하여
10대 핵심기술* 분야의 R&D를 집중 지원 예정
* 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②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첨단 컴퓨터 하드웨어, ③ 양자컴퓨터와 정보시스템,
④ 로보틱스, 자동화, 첨단 제조, ⑤ 자연재해 및 인재 예방, ⑥ 첨단 통신기술, ⑦ 생명과학, 유전자공학, 합성생물학,
⑧ 사이버보안, 데이터 저장, 데이터 관리 기술, ⑨ 첨단 에너지, ⑩ 소재 과학, 공학, 탐사 기술 등

- 핵심기술 집중 영역에 관한 학제간 융합 연구를 실시할 대학기술센터 및 혁신연구소들에 ’22년부터
’26년까지 95억 7천 달러 지원 (출처: KISDI,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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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학부 및 대학원 장학금, 훈련 지원금
그리고 박사후 연구원(Post-Doc) 등에 ’22년부터 ’26년까지 52억 2천만 달러 지원 (출처: KISDI,
2021)
○ AI 인력의 성장, 유지 및 다양성을 위해 미국 AI 박사급 인력 공급 확대, 기술 인재 파이프라인
유지 및 다변화 등을 목표로 하는 ‘AI 인력정책 방향 보고서(U.S. AI Workforce: Policy
Recommendations)’ 발간('21.10) (출처: CSET, 2021.10)
○ 중국과의 인재경쟁에서 우위확보 및 부족한 인공지능(AI) 인재유치를 위해 현행 이민정책이나
비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정책보고서가 다수 발표
※ 안보 및 유망기술센터(CSET)는 자격을 갖춘 AI인재에 대한 비자발급 상한 면제, 영주권의 국가별 할당제(7%)
폐지를 제언하는 ‘Immigration Policy and the Global Competition for AI Talent’ 발표(’20.6)
※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핵심 신기술 영역에 국가이익면제(NIW)를 통한 독립 영주권 신청보장, STEM 졸업생
대상 영주권 초과 제한 면제, 20개 핵심 신기술 대상 영주권 비자 범주 신설, 창업비자 확장 등을 제언한 ‘해외
기술인재 이민정책’ 발표(’21.10)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중국 등 해외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연구자산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연구기관 권고안을 발표(’21.1) (출처: NSTC, 2021.01)
- 연구기관은 모든 구성원에게 연구 보안 및 연구진실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과
행동에 대한 인식을 공유
-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연구원은 SEVIS*의 정보공개 요건 준수, 연구기관은 고등교육법 제117조**에
따라 해외로부터 받은 기부금(gift)이나 계약(contract) 보고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권고
* 국토안보부(DHS)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은
교육 및 문화교류를 위해 미국 이민자의 합법적인 입국 지원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웹 기반 시스템
** 모든 대학은 해외로부터 연간 25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부금과 계약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국인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공개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준수하지 않으면 감사 및 기타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해외출장, 국제협력을 위해 외국인 방문연구원, 해외 인재채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원
관련 규정과 보완절차 수립･운영
○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은퇴한 연방기관 과학자들의 전문 기술역량 등이 공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명예 프로그램(Emeritus Program) 추진
- 은퇴 과학자들의 신규 분야 연구, 자문 제공 등의 활동 수행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활동 유도

□ 중국
○ 중국은 미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여 기술자립과 내수확대를 통해 자립경제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을 발표
- 국가 전략과학기술* 역량강화,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제고, 과학기술인재의 혁신역량 향상**, 과학기술
혁신체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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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산업(고급신소재, 지능형제조로봇, 항공엔진, 베이더우항법시스템, 신에너지자동차 등), 7대 과학기술(AI,
양자정보,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 바이오, 임상의학･헬스케어, 우주심해극지탐사)
** 세계 최고수준의 청년리더 연구자 및 연구팀 육성, 우수인재 발굴, 해외우수인재 유치강화 등

○ 중국의 대학을 ’20년까지 세계적 수준으로 키우고 ’30년까지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시킨다는 목표로
‘쌍일류대학’ 프로젝트(’17)* 추진
* 중국은 1991년부터 ‘211공정’과, 1998년 ‘985공정’ 등 대학 굴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옴

- 42개의 퍼스트 클래스 대학(클래스A 36개*, 클래스B 6개**), 140개 대학 내 465개 학과를 선정하여
육성 지원
* 이미 세계적 수준의 대학 / ** 세계적 수준의 잠재력을 가진 대학

- 지원내용은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세계적 수준 대학과의 학생 교환, 국제공동연구 장려 등
- 퍼스트 클래스 42개 대학의 예산이 ’16년 2,300억 위안에서 ’18년 3,000억 위안으로 증가 (3년간
30% 증가)
○ 시진핑 주석은 중앙인재공작회의(中央人才工作會議)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해 전방위적인 인재
양성 및 우수한 인재 등용 등을 위한 ‘일류 과학기술 선도인재 양성 장기 목표’* 제시(’21.9)
* ('25년) 연구개발비 투자 대폭 확대, 자체 인재양성 능력 증대, 핵심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기술 인재 및 혁신팀
육성 등 → ('30년) 인재육성 제도구축, 세계 우수 인재유치 능력 증대,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리더육성 등 →
('35년)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경쟁력 확보,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력 및 우수인재 육성의 우위 확보

○ 세계 최고수준의 AI인재양성 촉진을 위한 「쌍일류 대학 학과융합을 통한 인공지능 인력양성(关于“双一
流”建设高校促进学科融加快人工智能领域研究生培养的若干意见)」방안을 발표 (’20.2) (출처: 중국정부,
2020.02)

<표 2-20> 쌍일류 대학 학과융합을 통한 인공지능 인력양성 주요 정책 방안
정책 방향

주요내용

고급인재 풀 강화

∙ AI분야 우수 청년인재 육성･영입
∙ 겸직 허용 등을 통한 기업･연구기관 우수인재의 대학으로 유치 등

발전 플랫폼 구축

∙ AI 분야 학과 재배치
∙ 산학연 융합 혁신 플랫폼 구축 등

고급인재양성 메커니즘 및
모델혁신
지원 및 조직 역량 확대

∙ 핵심 과학연구 프로젝트 수행 대학의 대학원생 양성규모 자율적 결정
∙ 수학, 물리학, 컴퓨터, 제어, 신경 및 인지과학, 심리학 등 학과 융합하는 AI 기초 커리큘럼 중점 구축
∙ 박사생 처우 및 권익보호 등
∙ 대학의 외부자금투자 유도 강화
∙ 교육부의 인재양성 품질 모니터링 평가시스템 정비 등

○ 반도체분야의 자주 강국으로 도약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정책’(’20.7)을 마련하고 인재육성을 지원 (출처: 중국 국무원 2020.07)
- 대학내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전공학과를 확대하고, 산업투자펀드의 인재육성 투자를 장려하며
해외 대학과의 협력 및 인재유치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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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부터 추진한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의 첨단기술 연구자 및 창업자 등 고급인력을 유치해 온
중국은 ’19년 이를 더욱 강화한 ‘고급외국인 전문가유치계획’을 발표하여 전략 핵심분야 글로벌인재,
청년과학자 등 외국인 인재유치에 집중
○ 또한,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벨상 수상자, 세계 일류대학의 교수나
학위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하며 심사와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해외 인재
비자제도’를 도입(’18.1) (출처: 신화망, 2018.01.04.)
○ 중국은 중국 과학자 예우 정책 중 하나로 원사(院士) 제도를 추진 (출처: 전자신문, 2017.04.27)
- 원사는 중국과학원이 2년에 한번 선발하는 최고 권위 종신 직책이며, 원사인력에게는 차관급 대우와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소속 기관에서 연구 및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전 제공

□ 일본
○ 문부과학성(MEXT)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등과 협력하여 세계적인 연구대학 실현을 위한
‘특정연구대학제도(特定研究大学制度)（가칭)’ 발표(’21.11) (출처: 문부과학성(MEXT), 2021.11)
※ 특정연구대학은 정부의 10조 엔 펀드를 통해 매년 수백억엔(수천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음
※ 지정요건은 국내외 우수한 박사급 학생 유치, 젊은 연구자가 활약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경영회의체 설치 등

○ 세계화와 급격한 기술 발전 등에 대응한 공학교육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AI 인재
등의 육성정책」(’19.1) 발표 및 「AI 전략」(’19.3)을 통해 모든 국민이 수리･데이터사이언스･AI를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대상별･단계별 교육개혁 정책을 제시 (출처: 문부과학성(MEXT), 2019.01 / KISTEP,
2019.03)

○ 경제안보의 차원에서 해외기관과의 연구 시 투명성 확보 및 첨단 과학기술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 적극 대응
- ‘통합이노베이션전략 2020’을 통해 해외 유학생･연구자 등에 대한 수용심사 강화, 정부자금 신청 시
외국자금 유입현황 등 정보공개 의무화, 첨단기술 정보로의 접근관리 등 내부관리체계 강화 방향
발표 (출처: 내각부(CAO), 2020.07)
- 연구활동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기술유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21년 경쟁적 연구비의 관계지침
개정(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 ’21.4)
* 안보무역 관리 대응 강화, 「외환법」상의 투자 심사･사후 모니터링 강화, 유학생･외국인 연구자의 수용심사
강화, 특허 공개제도의 방향성, 중요 기술정보의 적절한 보호방식,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안보무역관리체제 요건화
대상 확대 등 검토 추진

- 통합 혁신전략 추진회의(’21.4),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 안전보장무역관리소
위원회 (’21.6)를 통해 해외 기술제공 및 일본 내 민감기술 제공(특정국의 비거주자에게 제공)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의 허가 의무화하는 「외환법」 운용지침을 ’22년 개정 예정(출처: KISTEP.
2021.09.09)

○ 한편, 고급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고급 외국인재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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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고급인재 포인트제도’* 도입으로 최소 5년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단 1년 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
* 고급 학술 연구 활동, 고도의 전문 기술 활동, 고급 경영 관리 활동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 특성에 따라
학력, 경력, 연수 등 항목마다 포인트를 지급하여 합계가 70점 이상이 되면 출입국 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제공

- 배우자 취업, 일정요건 하에 부모 동행 허가, 가사도우미 허가, 입국 및 체류절차 우선 처리
○ ATAC(Advanced Technologist Activation Center)는 퇴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자문 조직으로
중소기업 기술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30년간 250개사, 900건 이상의 지원을 수행

□ 영국
○ AI위원회(AI Council)는 연구개발에서 전 세계 최고 인재의 지속적 접근성 보장과 고급 AI인력의
역량개발 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한 ‘AI 로드맵(AI Roadmap)’ 발표('21.1) 및 정부-산업계 협력
투자 기반의 ‘차세대 AI 인재대학원 교육･연구 지원책’*을 발표(’19.2) (출처: AI Council, 2021.01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2019.02)

* ① DeepMind, Cisco 등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석사생 200명 신규 육성, ② UKRI 산하 조직, 프로젝트
파트너(구글, 롤스로이스 등), 대학 등이 총 2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여 박사생 1,000명 신규 육성, ③ 앨런
튜링 인공지능 국제 펠로우십 지원

○ 글로벌 우수연구인력의 영국이민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체류 및 영주권 신청조건 완화, 자유로운
직위 및 조직이동 허용, 입국절차 간소화 등의 ‘글로벌 연구 비자(Global Talent Visa)제도’ 시행
(’20.2) (출처: 내무부(HO), 2019.12)
○ 국가 안보에 있어 중요한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국가보안
및 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NSIA)’ 제정(’21.4) (출처: KISTEP, 2021.09.09)
- 투자자는 대상 기업*이 특정 산업에 속하고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
의무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정부는
이미 완료된 거래를 추후 소환(call-in)**해 조사 가능
* 17대 의무 신고 대상 산업 :첨단소재, 첨단로보틱스, 인공지능, 민간 원자력, 통신, 컴퓨팅 하드웨어, 정부
주요 공급자, 긴급 서비스 주요 공급자, 암호화 인증, 데이터 인프라, 국방, 에너지, 생물공학, 국방 및 민군겸용기술,
양자기술, 위성 및 우주기술, 교통
** 17대 산업 내에서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투표권이 25%이하 → 25%이상, 50%이하 → 50%이상, 75%이하
→ 75%이상 상승하는 경우 또는 주주 결의안을 통과하거나 막을 수 있는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독일
○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대학전략’ 수립(’16)* 및 펀딩 지원
* 우수대학전략은 '우수대학 클러스터, 우수대학'으로 구성되며, 현재 57개의 우수대학 클러스터와 11개의 우수대학이
지원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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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독일의 우수대학 육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Clusters of
Excellence
(EXC)

목적

자격요건

지원내용

지원기간

• 대학 또는 대학 컨소시엄
• 대학 또는 대학 컨소시엄의 국제적으로 (원칙적으로 2개이나 예외
• 연간 3백만~1천만 유로
7년
경쟁력 있는 연구분야에 대하여 프로젝트 적인 경우 3개까지 허용)
(인건비, 직접비, 장비비, (평가 후 7년
기반의 연구비를 지원
• 추가 협력파트너(대학,
간접비(22%) 등 포함) 추가 연장 가능)
• 신진연구자에 교육 및 경력 기회 제공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
참여 가능

Universities • EXC사업에 선정된 대학 또는 대학 컨소
• 대학 : 연간 10~15백만 유로
7년
• EXC사업에 선정된 대학
of Excellence 시엄의 장기적인 연구역량 강화 및
• 대학 컨소시엄 : 연간
(평가 후 7년
또는 대학 컨소시엄
(EXU)
국제적으로 선도적 위치 확보
15~28백만 유로
추가 연장 가능)
출처 : DFG, https://www.dfg.de/en/research_funding/programmes/excellence_strategy/index.html / NRF(2019), 독일연구재단
(DFG) 연구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소개 재인용

○ 인공지능 연구자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계획 발표*(’19.10) 및 인공지능 전략(KI Strategie)**
개정안 채택('20.12)하여 인공지능 연구의 매력적인 환경 조성 노력 (출처: DFG, 2019.10 / BMBF,
2020.12)

* 약 9천만 유로(한화 1,170억원)를 AI 분야에 투자 예정, 에미 뇌터 프로그램(Emmy Noether Programm)을
활용하여 최대 30개 신진연구자 그룹 및 AI와 다른 연구분야의 협력 촉진을 위한 8개 연구그룹을 지원
** '18년 11월 최초로 채택된 인공지능 전략 발표 이후, 새로운 요구 및 COVID-19 펜데믹 등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 독일이 세계 우수 인재들의 가장 매력적인 인공지능 연구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 및 신진 과학자 육성 내용을 포함

□ 한국
○ 학령인구 감소와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해 대학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의 혁신을 위한 교육부-과기정통부 공동으로 ‘이공계대학혁신방안’(’21.12) 수립

<표 2-22> 이공계대학 혁신방안 중점 추진과제
전략
교육혁신

중점 추진과제

∙ 학생 필요 역량 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
∙ 미래 변화대응 능력향상 지원
∙ 대학의 교육 운영 자율성 확대

연구경쟁력

∙ 대학 중심 연구 생태계 조성
∙ 우수 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
∙ 연구몰입환경 조성

산학협력

∙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
∙ 부처-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지원체계

∙ 대학 인력양성 성과관리체계 마련 및 통계 기반 강화
∙ 부처, 민-관, 민-민간 소통 협업체계 운영

○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산업과 일자리 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인재에 대한 양적･질적 수요 변화의
대응을 위하여 신산업분야의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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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안)｣을 마련(’18.11)하여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성장을 위한 이공계 대학의 연구･교육혁신 가속화를 추진
※ 이공계 교육혁신 계획･실적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R&D 간접비율 상향 등 간접적 지원과 신규 유입 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연구원 Stipend 제공 등 청년과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확산 추진

-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21.4)을 통해 혁신인재 7만명 이상 양성 목표를 제시, 신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 조정,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전임교원 겸직 허용(교육공무원법 개정)
등을 추진
- 최근 반도체 분야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R&D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방안’(’21.11)을 마련하고 반도체연구인력 양성 추진
※ 반도체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 민･관 공동투자형 대규모 R&D 인력양성 사업 신설,
연구인력 양성 대학별 특성화 유도, 지역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기획 등을 지원

-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융합･지역 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 방안’(’21.12) 마련
※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혁신연구센터 10개 및 융합대학원 15개 이상 구축, 기업･지역 수요 맞춤형
현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취업연계 거점대학 13개 이상 육성

- 원자력진흥위원회는 국가 원자력 이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21.12)을
수립하고 원자력 인재양성 추진
※ 원자력 미래 인력 수요 조사 및 중장기 인력양성 추진, 융복합 인재 양성 및 국제화 역량 강화,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글로벌 선도연구자 양성, 방사선 전문인력 양성체계 강화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세계의 우수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유치
및 활용 방안’(’19.2) 마련
- 박사급 연구인력 유치사업의 규모확대･지원강화, 재외한인 맞춤형 회귀 프로그램 신설, 국내 정착지원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유인 강화
- 8대 선도산업 및 3대 전략투자 분야 우대, 유치사업 우수 종료자의 국내 환류체계 및 사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적 유치인력 활용체계 구축
- 정부지원으로 유입된 해외인력 정보의 통합적 축적･관리 Hub 구축 등 해외 우수인력 관리체계･활용기반
마련
○ 주요국들 간 기술주도권 확보 경쟁 심화에 따라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하여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21.12) 수립
*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총 10대 기술

- 필수전략기술 인력수급조사를 체계화하여 현장수요 기반 인력양성 및 해외인재유치 등 다각적
지원* 추진
* 학과･전공･정원 운영이 유연한 과기원･UST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신진･우수연구자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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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 국가핵심기술로 12개 분야* 73개 주요기술을 지정(’21.7)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방향 결정과 국가핵심기술 지정･수출･
해외 M&A승인 등 심의
* (위원장) 산업부장관, (위원)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농림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특허청 등

- 제4차 종합계획(’22~’24)의 주요내용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국가핵심기술 전문인력
DB구축, 외국인 전문인력 기술유출 방지 대책 수립, 기술보호 제재수단의 실효성 확보,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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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안) 주요내용
1)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6조 및 제7조 개정, 제6조의2 신설)
∙ 정부 내 이공계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간 연계 구축･운영 및 고용･경력경로 파악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관리 근거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근거기반의 인재 양성･활용정책 수립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매년 이공계인력 실태조사 실시
※ 근거: ｢이공계지원법｣ §7조

○ (문제점➊) 실효성 높은 조사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보유한 이공계인력의 개인정보(고용,
연구, 교육수준 등)의 활용이 필수적이나,
- 동 법률에 관련 근거가 부재하여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제한된 정보의 조사 ･분석만 가능한 상황
- 또한, 이공계인력 유관 통계 간 연계부족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 또는 인력수급 정책수립
시 근거기반이 미흡
※ 「청년과학자(이공계 대학원생) 성장 지원방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8.10) 지적 사항
∙ 대학원 인력통계*는 각기 다른 부처(기관)에서 분산 작성되며 모집단 공유, 조사값 연계 미흡
* 박사인력활동조사(STEPI),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실태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공계인력 육성 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KISTEP)
∙ 이공계인력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나 관계기관 비협조 등으로 제공정보가 제한적으로 장기적 추적조사 부재

○ (문제점➋) 실태조사만을 위한 조사대상DB 구축･운영 근거가 부재하여 타 시스템(NTIS 등)에서
대상을 추출･가공*하여 사용하는 상황
* 이공계인력 처우개선 실태조사 시 연구자는 NTIS 연구자 DB에서, 기술사는 기술사협회의 자격증 번호를 통해
조사대상자 중복검토 및 패널을 구축하여 실시

- 이에, 조사대상의 불완전* 등에 따라 통계의 신뢰성 저하 우려가 존재
* (이공계인력 실태조사) 이공계학과 전공자 / (NTIS) 국가R&D 연구책임자

○ 부처별로 생산･관리하는 인력정보* 연계 및 이공계인력 DB구축･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
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필요
* 연구자정보 IRIS(과기부), 고용보험DB(고용부), 국내외 유입･유출 관리(출입국 이력), 교육통계(교육부) 등

- 이공계인력 실태조사는 승인통계*이나, 대학원 총조사, 이공계인력 국내외 유입･유출 현황 조사
등은 미승인 통계로 인력정보 연계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
*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허용(시행령
제52조의 3)

- 이공계인력의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정보, 연구개발활동, 고용현황, 경력경로 등을 장기적인
추적 및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보부족 해결 및 통계 간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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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과기인력 및 고용 DB간 연계(예시)
□ 개선사항
○ 이공계인력 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인적정보, 교육정보, 고용정보 등)를 수집(연계)･관리･활용하기
위해 이공계인력 DB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 (조사대상DB) 기존 운영 중인 종합정보체계 내 이공계인력DB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6조제1항)
- (정보 수집) 이공계인력DB 구축을 위해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연구개발 성과, 고용정보 등을
수집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6조의2)
※ 실태조사, 종합정보체계 구축 과정에서 수집된 이공계인력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신설(시행령 개정 예정)

- (관계기관 보유정보 연계활용) 관계기관이 생산･관리 중인 이공계인력 정보(전산망)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6조제2항)
○ 이공계인력의 조사･분석 관련 조항을 통합･구체화(제7조제1항)하고, 근거기반의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결과 정책반영 의무화(제7`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① 정부는 이공 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① -------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
---------------------------------------고, 이공계인력의 수급(需給)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공계
---------- 제6조의2 및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
현황 등의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이공계인력 관련 정보와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
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
야 한다.

② ------------------------------------------------------------------------------------------------------------------------------------- 자료 제출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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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③ (생 략)

정

안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이공계인력 정보의 수집･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제6조에 제1항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제7조 제1
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 및 고용･경력경로 등을 종합적으
로 파악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이하 “이공계인력 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수
집･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2.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연구개발성과 정보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한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고용･직
업 정보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현황을 파악하
는데 필요한 정보

<신 설>

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 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 다음 각호의 조사(이하
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
한다.
<신 설>

1.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신 설>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유출 현황 조사

<신 설>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교육환경 및 석･박사 재학･졸업 현
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신 설>

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신 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
진함에 있어 제1항의 이공계인력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

③ --------------------- 제1항의 이공계인력 조사

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
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삭 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의 경력
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들의 국내외 유입･유출 현황을 지표
(이하 “이공계인력 수지지표”라 한다)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이공계인력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의 이공계인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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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및 이공계인력 수
지지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

안

⑤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의 대상･범위･방법 -----------------------------------------------------------.
시행령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그 권한 및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권한
및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6조에 따른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이공계인력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법 제7조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

<신 설>

□ 기대효과
○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각 통계간의 연계성 및 장기적 종단조사 가능
- 각 기관의 인력정보 DB 연계 및 이공계인력 조사(실태조사･대학원 총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이공계인력 정보를 축적하여 의미있는 정보산출 및 통계간 연계 가능
-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하여 이공계인력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경로, 고용현황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할 수 있는 패널 구축 가능
○ 이공계인력의 조사･분석을 통한 근거기반의 이공계인력 정책수립 고도화 지원
- 이공계인력의 교육, 경력, 연구활동, 처우 등에 대한 데이터 구축, 분석을 통해 이공계인력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이공계대학원의 연구･교육 환경, 진로, 경력 등을 바탕으로 연구환경 개선과 석･박사 인력의
인력수급계획을 지원
○ 이공계인력에 특화한 종합정보체계 구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의 정보제공 확대 가능
- 이공계열을 대상으로 전문화한 조사･분석을 통해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인력공급의 예측이 가능
- 산업수요의 관련 통계*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공계인력 고급인력 배출-산업간의 공급 ･수요
미스매치를 파악하고 해결책 모색에 활용 가능
*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산업부･KIAT),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

- 이공계인력 실태조사의 축적을 통해 이공계 인력의 맞춤형 진로, 취업 정보, 역량개발 제공
등 수요자 맞춤형 시스템*으로 진화 가능
*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교육과정, 이수정보, 자격증, 취업이력 등을 통해 개인의 역량개발,
특화된 콘텐츠 개발, 진로, 고용부 고용센터와 연계한 취업 정보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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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중심대학 특례 법률 상향 조정 (제11조의2 신설)
∙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된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안환경 변화**를 고려해 법률로 상향 조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별도 인건비/간접비 계상기준 적용 가능
** 당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상향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현행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 연구중심대학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인건비/간접비
계상기준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 당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으로 상향 제정(’20)됨에 따라,
해당 특례가 사문화된 상황

< 참고 : 현행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
④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
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그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대학의 교수와 참여 연구자의 직접비 중 인건비
2. 간접비

□ 개선사항
○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인건비/간접비 특례를 법안환경 변화와 국가R&D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정하여 법률로 상향 제정
-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된 특례를 법률에 따른 연구중심대학 지원사업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방향으로
법률로 상향 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용용도 등 특례)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
<신 설>

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목별 사용용도와 계
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그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대학의 교수와 참여 연구자의 직접
비 중 인건비
2. 간접비

□ 기대효과
○ 대학 특성에 맞게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을 지원하여 신기술 분야 전임교원 초빙과 연구인프라*
등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대학 연구경쟁력 강화
* 연구공간 및 첨단연구장비 구축, 전담 기술·연구지원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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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공계인력의 병역 지원 정책 (제15조의2 신설)
∙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끊김 없는 연구활동 보장(병역-교육-연구-취업 연계)을 위한 정책 근거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인구절벽 등으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감축*되고 있어 이공계 학생들의
연구단절 발생 및 연구력 약화 우려 대두
*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0명 감축(1,500명→1,200명), 박사 전문연구요원
현행 1,000명 유지
※ 전문연구요원 배정현황(’22) : 총 2,400명(중견･중소･벤처기업체 1,200명, 자연계열 연구기관･대학연구소 및
방위산업 연구기관 1,200명) (출처: 전문연구요원 https://www.rndjm.or.kr/index.asp)

- 병역으로 인한 이공계인력의 연구공백이나 경력단절은 급변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속도에 뒤처져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손실 발생 가능
- 이공계인력 대체복무요원 감축이나 폐지 등은 국내 이공계 대학원 유인책 부족으로 향후 고급인력
공급에 차질 빚어질 수 있는 상황
※ 이공계 대학원생 1,565명 중 83%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없다면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취업했을 것”으로
응답 (출처: 동아일보, 2021.10.05.)
※ 이공계 군미필 대학생의 32.3%가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전제로 대학원에 진학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출처: 노민선, 2017)

-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나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인력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 자체 기술개발 애로사항 : 기술개발 자금부족(23.5%),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이직(21.1%), 기술정보
부족 및 획득 어려움(16.9%), 연구설비･기자재 부족(15.3%), 기술개발 경험부족(7.6%) 등(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1)
※ 중소기업의 65.1%가 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 기여에 긍정적이라고 응답(출처: 중소기업중앙회, 2019),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90.4%가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반대(출처: 노민선, 2017)

○ (문제점)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 등 다양한 보완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지속적
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 존재
* 「과학기술 및 사이버 분야 전문인력양성과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체결(’14.2월, 미래부(현 과기정통부) -국방부)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기술 급변시대에 대응한 이공계인력의 유입 촉진 및 연구단절 방지책
마련, 추진사업의 근거 지원 필요

□ 개선사항
○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 촉진을 위해 병역으로 인한 연구단절 문제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의무 부여
- 이공계 우수인재의 병역과 학업-연구-취업연계를 통해 단절없는 연구기회 부여 및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지원제도 지속 운영
○ 우수 이공계 인력이 국방과학기술 및 첨단 방위산업 분야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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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를 위한 관련 사업 추진

현

<신 설>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이공계인력의 병역지원) ①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
질향상과 끊김 없는 연구 활동 보장을 위해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
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과 관련
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출 유인 및 고급 인력수요에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
- 이공계인력의 연구단절 해소 및 병역지원을 통한 국내 대학원 진학을 촉진하고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
- 우수인력 유입 - 석･박사 고급인력 배출 - 활용 등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신산업분야의 고급
인력수요에 대응
○ 중소･중견기업에 이공계인력의 병역대체 지원을 통해 기업과 학생간의 시너지 창출 및 경제적 효과
유발에 기여
- 중소･중견기업은 만성적인 연구인력난 해소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이공계인력은 연구경험
축적으로 연구역량이 제고되는 시너지 효과 발생
- 국가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의 지원은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
* 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2.7%(출처: 통계청, 2019), 전체 기업연구소의 95%를 차지(출처: 산기협, 2021)
※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거시경제적 효과(’19) : 생산유발효과 3조 8,84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5,011명,
부가가치유발효과 : 1조 7,624억원 (출처: 노민선, 2020)

○ 이공계인력의 연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연구력을 향상하여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 산업분야의
혁신 가속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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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경력 및 해외인재 활용･유치 정책 (제17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상 재교육 등 지원책 추진과 해외 우수인력 유치 정책(연구지원금, 비자, 세제혜택 등) 추진을 위한
근거 신설

가) 고경력 과학기술인등 활용 지원 (제17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 신규 이공계인력의 공급 제약*이 예상
* 이공계대학원 충원률 : (’15) 87.7% → (’20) 79.6%

- 이에, 기 퇴직 또는 은퇴시기에 도래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적극적 활용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
* 60대 이상 연구자비중 : (’14) 2.2% → (’17) 2.9% → (’20) 3.7% (출처: 과기정통부･KISTEP, 각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 (문제점)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현황 파악,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체계적 정책 추진이나 관리기반이
미비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근거가 부재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과기정통부), (가칭)시니어과학기술인 지원센터(과기정통부), 고경력 활동 지원
네트워크 구축(과기정통부), 중소기업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중소벤처부) 등

-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에 따라 고학력의 퇴직･고경력 연구자가 증가추세이나 체계적 관리 부재*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 60대 이상 연구자는 20,700명(’20)이나 ReSEAT DB등록은 1,450여명에 불과

- 출산･육아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비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
※ 이공계 석박사 기혼 비위업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 : (‘16) 53.4% → (‘18) 61.9% (출처: WISET, 각년도)

○ 퇴직･고경력, 여성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활동기반 구축 근거를 명확화하여 우수인력 확보할 필요

□ 개선사항
○ 퇴직･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마련
-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개발･교육지원,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지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 과학기술인등의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보 수집･제공
○ 은퇴 후 우수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에 노력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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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등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퇴직･고

<신 설>

경력 과학기술인, 여성 과학기술인(이하 본조에서 ‘고경력 과
학기술인등’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3.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② 정부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다.
③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은퇴 후 우수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
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퇴직 이후에도 재취업･창업*을 원하고 있어 수요지향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
* 퇴직 후 계획 : (재)취업 (’16) 24.0% → (’20) 25.6%, 창업 (’16) 23.5% → (’20) 25.1%
(출처: 과기정통부･KISTEP, 2020)

-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맞춘 체계적인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 지원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 가능
- 은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기술기반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자아실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과학기술인의 체계적 활동기반 구축으로 전주기적 역량 강화,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활성화 및 이공계인력 확대에 기여
- 퇴직준비 및 경력개발･재교육 프로그램 발굴･운영, 일자리 정보, 정부지원(연구개발･창업･활용)사업,
인력DB 등 종합정보플랫폼을 통해 활동기반 구축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재교육 및 일자리 연계현황, 활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부 지원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활성화

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제20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국내 과학기술 연구경쟁력의 도약*과 신규 이공계인력의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우수인력의 전략적 유치 시급
* 4차 산업학명 인재경쟁력(’20) : 미국(123.3) > 독일(114.4) > 일본(107.8) > 중국(106.7) > 한국(100)
**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 부족률 : 2020년 29.4% → 2025년 28.3%(전망)(출처: 한국경제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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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그간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실적 >
∙ ’94년 해외 우수인재 유치의 대표적인 사업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Brain Pool)사업을 시작으로 ’21년까지 2,169명 신규 유치
연도

’94~’12

’13

’14

’15

’16

’17

’18

’19

’20

예산
(백만원)

65,241

3,150

3,150

5,500

8,138

9,959

11,588

20,320

24,495

신규유치
(명)

1,551

63

61

123

104

110

79

218

157

’21

계

31,459 183,000
153

2,619

∙ 기관분포(최근 3년) : 대학 85%, 출연연 12%, 기업 3%를 차지
∙ 분야 : 공학, ICT융합, 자역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 약 40개국에서 연구자 유치

○ (문제점) 재외한인 과학자의 복귀나 외국인 연구자의 장기거주를 유인하기 위한 국내의 연구 및
생활환경 미흡으로 국내 유입 매력도*도 낮은 상황
* 해외 고급인재 유치 매력도(IMD) : (’12) 29위 → (’17) 48위 → (’21) 46위
※ 외국인 연구자의 정착 관련 개선의견 : 책임연구기회 확대(89.7%), 연구비지원 확대(86.4%), 정보포털 강화
(86,2%), 체류기간의 연장요건 완화 및 절차간소화(82.2%), 자녀양육 부모초정 기회 확대(76.5%) 등 (출처:
이민정책연, 2021)

-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브레인풀* 사업을 추진 중이나 현행 비자발급
절차 등으로 인해 애로사항 존재
* 글로벌 정상급 연구자의 국내 유치 및 정착을 위해 年 6억원, 최장 10년 지원

< 참고 : 브레인풀+ 사업 추진 관련 현 비자발급 제도 애로사항 >
➀ (발급 절차) 정부 사업에 선정되어 입국한 연구자도 총 연구기간이 아닌 연구비 집행에 따라 체결되는 고용계약 기간(1년) 기준으로
비자 발급
↳ (애로사항) 브레인풀에 선정되어 입국하는 해외연구자들이 고용계약 기간인 매년마다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갱신하여야
하는 불편함 발생
➁ (체류기간 상한) 교수(E-1), 연구(E-3) 비자 등 관련 비자의 1회 체류기간 부여 상한이 5년으로 규정되어 사업을 통한 유치
기간과 불일치
↳ (애로사항) 브레인풀+에 선정되어 10년 간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최장 5년 만기 비자만을 발급받아 유치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수행 어려움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전략적 유치･활용 및 인재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력적인 연구환경･정주여건
조성이 필요

□ 개선사항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활용을 위한 시책 마련 및 비자제도 개선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안정적인 연구 및 성장을 위한 연구지원금* 제공
* (예) 초빙되어온 해외 우수 연구자에게 초기 일정기간(예:3년) 동안 일정 연구비를 지원 또는 국내에 필요한
기술분야 중심으로 해외 우수 이공계 연구자 대상 연구개발사업 지원 확대

- 비자발급 심사 및 기간 단축, 입국절차 간소화 등 출입국 편의 제공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소득세, 상속세 등의 세제혜택 지원 등
- 해외 연구자 대상 연구사업, 정책(비자, 세제, 국적취득), 취업정보, 동반가족 취업 허용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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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제공을 통해 국내 연구･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 국내외 연구자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인력교류, 취업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 정주여건과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 의무 부과
○ 해외 우수연구자에 대한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조정 등(법무부-과기정통부 협의) 우대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20조의2(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외국
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연구지원금 제공
2.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세제 혜택의 제공
3. 구인･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 제공
4. 국내 연구･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5. 인력교류, 취업지원 및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6. 기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
고 해외 우수 외국인 이공계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입 확대 및 국내 정착을 통해 글로벌 연구 허브(hub)로의 도약 및
인재경쟁력 제고에 기여
-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연구, 정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입
확대
- 유입된 해외 우수 인재와 국내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역량 개발, 국제협력 등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연구허브로 도약 기회 확대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조정 특례에 따라, 브레인풀+ 사업의 애로가 해소되어 우수 인력의
유치와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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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육성 정책 (제21조 개정)
∙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외 인력 수급동향 조사, 기술훈련 등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시책 추진 근거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선도국 간 기술블록화* 본격화에 따라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우수 이공계인력 육성･보호가 시급
*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은 쿼드(QUAD) 체제를 구축하여 안보 및 기후 위기, 신기술, 인프라, 사이버 공간
및 우주 기술 등 분야에서의 기술동맹 강화

○ (문제점)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유출*이 지속, 우수 이공계인력 육성･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이나 지원책** 미흡
* IMD 두뇌유출지수 순위(’21) : (美) 8위, (英) 15위, (獨) 17위, (싱가폴) 9위, (韓) 24위
**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보다는 규제에 초점

○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핵심인력의 육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및 지원책을 마련
할 필요

□ 개선사항
○ 신기술･신산업 촉진을 위하여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의 이공계인력의 육성･보호 시책 추진
- 전략 과학기술 분야의 국내･외 인력 수급동향 조사, 연구･수요기술 수준 분석 등 기반조성
- 산학연 고용지원, 기술훈련･재교육 지원, 연구인력 유지･보호를 위한 연구장려금 지원 등 역량강화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과학 제21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기술 발전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의 우수한 학생 유치 및 정원 조정을 위
한 프로그램
2. 학제 간 연구 및 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3. 산･학･연의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신산업을 촉진하기 위하
여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연구인력 부족을 해
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시책을 추
진할 수 있다.
1. 전략 과학기술 분야별 국내･외 인력 수급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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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과학기술 분야별 연구･수요기술 수준 분석
3. 전략 과학기술 분야별 대학･출연연･기업 등의 우수인력 고
용 지원
4. 전략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지원
5. 전략 과학기술 분야별 연구인력을 위한 연구장려금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대효과
○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의 이공계인력에 대한 체계적 육성･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
- 기술수준 분석, 수급현황 등 기반구축을 통해 수요지향적인 핵심인력 육성이 가능하도록 고급인력
정책수립에 기여
- 신산업분야의 부족 인력에 대한 육성, 유지, 활용을 위한 국가 인재전략수립에 기여
○ 국내에서의 지속 성장생태계를 구축하여 우수 이공계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의 초격차 및 기술주권 확보
- 우수 인력의 기술훈련･재교육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가능
- 우수인력의 연구장려금 지원을 통해 사기진작 및 우수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해외유출 방지
-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인력을 산･학･연에 지원함으로써 고급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
전략과학기술 분야의 초격차 및 기술주권 확보

6) 특별법적 지위 명시화 (제26조 신설)
∙ 旣 특별법 지위에 있으나, ‘이공계인력 양성･활용･지원’에 있어, 타 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조문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이공계인력의 양성･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명시적인 타 법률과의
관계 규정이 부재
○ (문제점) 이공계인력 양성･지원 관련 유사 법안들이 다수가 있고, 또한 발의되고 있어 정책 및
제도 수립 시 혼란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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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유사 법안(발의) 현황 >
구분

정책 중복 영역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에 관한 법률｣

∙ “기초과학”, 즉 특정연구단계를 대상으로 하나, 인력대상의 측면에서 자연과학분야는 ｢이공계지원법｣과
중복되어 정책 조정이 필요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안 (’21.3. 정청래)

∙ “기초학문”이란 인간과 사회, 문화, 자연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 자연과학(이학계열)은 이공계지원법과
중복되어 정책 충돌 가능성 존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1.12. 서동용)

∙ 인재양성 전반의 정책을 포괄하는 전면개정 추진 중으로 충돌 가능성 존재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인력양성에 관해 다른 법률 우선, ② 인재양성 관한 다른 법 제･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규정

□ 개선사항
○ 이공계인력의 양성･활용･지원에 관하여 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신설

현
<신 설>

행

개

정

안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공계인력의 양성･활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기대효과
○ 타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공계인력 정책추진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특별법의 위상 및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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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주요내용 요약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하는 이공계인력의 체계적 육성･활용 및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해 현행법*상 불비사항
보완/구체화 추진(총 9개 조문 신설 및 개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04.3월~) / 총 4장 전체 24개 조문 구성

□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6조 및 제7조 개정, 제6조의2 신설)
○ 정부 내 이공계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간 연계 구축･운영 및 고용･경력경로 파악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관리 근거 신설

□ 연구중심대학 특례 법률 상향 조정(제11조의2 신설)
○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된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안환경 변화**를
고려해 법률로 상향 조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별도 인건비/간접비 계상기준 적용 가능
** 당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상향 제정

□ 이공계인력의 병역 지원 정책 (제15조의2 신설)
○ 학생연구자의 자질향상과 끊김 없는 연구활동 보장(병역-교육-연구-취업 연계)을 위한 정책 근거
신설

□ 고경력 및 해외인재 활용･유치 정책(제17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상 재교육, 일자리 지원 등 활동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 해외 우수인력 유치 정책(연구지원금, 비자, 세제혜택 등) 추진을 위한 근거 신설

□ 전략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육성 정책 (제21조 개정)
○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외 인력 수급동향 조사, 기술훈련 등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시책 추진 근거 신설

□ 특별법적 지위 명시화(제26조 신설)
○ 旣 특별법 지위에 있으나, ‘이공계인력 양성･활용･지원’에 있어, 타 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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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법 체계도
□ 「이공계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총 9개 조문에 대해 신설 및 개정
○ 개정(3개) : 제6조(이공계인력 종합정보체계), 제7조(이공계인력 실태조사), 제21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
○ 신설(6개) : 제6조의2(이공계인력 정보의 수집･관리),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용용도 등
특례), 제15조의2(이공계인력의 병역 지원), 제17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등 활용 지원),
제20조의2(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 등),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표 2-23>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법 체계도
조항

주요 내용

신설/개정

제1장 총칙
§1조(목적)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처우 개선

§2조(정의)

이공계인력(이공계

§3조(국가 등의 책무)

△이공계인력 육성 및 적절한 지위･처우 조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우수 이
공계인력 활용여건 조성 및 산학연 연계체제 확립

전공자),

대학, 연구기관 범위 규정

제2장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4조(기본계획의 수립)
§5조(연도별 시행계획)
§6조(이공계인력 종합정보체계)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및 전주기적 활용체계 등 포함(5년

주기)

△국가인적자원위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 확정
관계기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이공계인력 수급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정보체계 구축･관리
△관계기관의 이공계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간 연계 구축･운영

§6조의2(이공계인력 정보의
수집･관리)

과기정통부에 이공계인력 고용･경력경로 파악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연구개발성과
정보, 교육정보, 고용･직업 정보 등의 수집･관리 의무 부여

§7조(이공계인력 조사)

△조사 실시(실태조사, 유출입조사, 대학원 연구･환경조사, 석･박사
인력 정책반영 의무,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 규정

조사),

△조사결과 이공계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초･중･고 이공계 유망 전공 정보 제공 등

§9조(우수학생 장학기회 확대)

이공계 대학의 우수 재학생 대상 연구장려금 지급

§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이공계 외 분야 진학 시 연구장려금 환수

§10조(산학연의 연계강화)

△시책 마련,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시행(운영) 기관 지원

§11조(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에 필요한 지원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용 연구중심대학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건비/간접비 계
용도 등 특례)
상기준 특례 부여
§12조(재교육･재훈련)

첨단과학기술 동향 파악,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재교육･재훈련 실시 근거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13조(공무원 임용 확대)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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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주요 내용

§14조(지자체 지원)

신설/개정

과학기술 전담부서 설치 및 이공계인력을 배치한 지자체 지원

§15조(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
이공계 석박사 중 미취업자에게 출연연 연수 등 지원
계인력 활용 촉진)
§15조의2(이공계인력의
병역 지원)

△끊김없는 연구활동 보장(병역-교육-연구-취업)을 위한 제도 마련 규정
△과기정통부장관의 관련 사업 실시 근거(국방부장관

협의)

§16조(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이공계 석･박사, 기술사를 채용한 중소기업 등에 세제혜택 부여
지원)
§17조(산학연 협력 확대)

대학-출연연의 기업과의 협동연구 등 지원 및 인력 교류 촉진 방안 마련

§17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재교육, 창업, 일자리 연계, 연구개발사업 등 지원 시책 마련
활용 지원)
△대학, 연구기관 등에 우수 연구자의 연구환경 개선 노력 의무 규정
§18조

<삭제> 연구산업진흥법 제정(’21.4.20)에 의한 삭제

§19조

<삭제> 연구산업진흥법 제정(’21.4.20)에 의한 삭제

§20조(핵심 이공계인력 연구장려금 지원)

노벨상 수상자 등에게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 지급

§20조의2(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연구장려금, 사증발급 편의 등 시책 마련, △과기정통부의 관계기관에 대한 정주여건
유치 등)
개선 요구권한 부여,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조정(특례)
§21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우수 학생 유치 등을 수행하는 대학 선정･지원

§22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

광역시도별 취업 중개센터 설치･운영 근거

§23조(과학기술 방송프로그램)

과학기술 분야 방송프로그램 편성 지원

§24조(과학기술 관련 단체 지원)

과학기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기리는 사업 추진 단체 지원 근거

§25조(권한의 위탁)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 업무 위탁 근거 규정

§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지원 관련하여 타법에 우선 적용

△전략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시책 추진(과기정통부)

3)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세부 조문
□ 「이공계지원법」 일부개정(안)의 세부 조문은 다음 <표 2-24>와 같음.
<표 2-24>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세부 조문
현

행

개

정

안

1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① 정부는 이공 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① -------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

----------------------------------------

고, 이공계인력의 수급(需給)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공계

--- 제6조의2 및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현황 등의

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

----------------------------------------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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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현

행

개

정

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기

② ----------------------------------------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대학･연구기관

----------------------------------------

및 기업 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이공계인력 관련 정보와 자

--------------------------------------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

료 제출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

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

----------------------------------------

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이공계인력 정보의 수집･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신 설>

관은 제6조에 제1항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제7조 제1
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 및 고용･경력경로 등을 종합적으
로 파악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이하 “이공계인력 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수
집･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2.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연구개발성과 정보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한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고용･직
업 정보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 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은 ----------------------- 다음 각호의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

한다.

---------.
1.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신 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신 설>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유출 현황 조사

<신 설>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교육환경 및 석･박사 재학･졸업 현
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신 설>

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
진함에 있어 제1항의 이공계인력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

③ ----------------- 제1항의 이공계인력 조사------

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

----------------------------------------

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 ---------

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

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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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분

정

안

<삭 제>

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의 경력사
항 등을 파악하고, 이들의 국내외 유입･유출 현황을 지표(이
하 “이공계인력 수지지표”라 한다)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이
공계인력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의 이공계인력 조사--------------------------------------.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및 이공계인력 수
지지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의 대상･범위･방법 ---------------------------------------------.

2 연구중심대학 특례 법률 상향 조정
□

<신 설>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용용도 등 특례)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
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목별 사용용도와 계
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그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대학의 교수와 참여 연구자의 직접
비 중 인건비
2. 간접비

3 이공계인력의 병역 지원
□

<신 설>

제15조의2(이공계인력의 병역지원) ①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
질향상과 끊김 없는 연구 활동 보장을 위해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
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과 관련
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고경력 및 해외인재 활용･유치 정책 추진
□

<신 설>

제17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등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퇴직･고
경력 과학기술인, 여성 과학기술인(이하 본조에서 ‘고경력 과
학기술인등’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3.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② 정부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다.
③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은퇴 후 우수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
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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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20조의2(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외국
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연구지원금 제공
2.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세제 혜택의 제공
3. 구인･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 제공
4. 국내 연구･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5. 인력교류, 취업지원 및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6. 기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
고 해외 우수 외국인 이공계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5 전략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육성정책 추진
□

제21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신 설>

제21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신산업을 촉진하기 위하
여 국가 전략 과학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연구인력 부족을 해
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시책을 추
진할 수 있다.
1. 전략 과학기술 분야별 국내･외 인력 수급동향 조사
2. 전략 과학기술 분야별 연구･수요기술 수준 분석
3. 전략 과학기술 분야별 대학･출연연･기업 등의 우수인력 고
용 지원
4. 전략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지원
5. 전략 과학기술 분야별 연구인력을 위한 연구장려금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6 특별법적 지위 명시화
□

<신 설>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공계인력의 양성･활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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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이공계지원법」일부개정(안) 초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4. 00.
발 의 자 : O O O

제안이유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과학
기술 인재의 확보 등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2004년에 현행법을 제정하여 우수 이공계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제정 이
후 최소한의 수요에 따라 일부만 개정되어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제정 취지와 달리 현행법으로는 우수한 인재 양성기관에 대한 탄력적 보상과 지원이 불가능
하고, 이공계 인력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의 마련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이공계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공계인력의 양성･활용･지원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이공계인력 조사 및 고용･경력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의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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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목 계상
기준 특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제11조의2 신설).
라. 정부로 하여금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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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공계인력의 양성과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이공계인력의 수급(需給)”을 “제6조의2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현황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자료 제출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공계인력 정보의 수집･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제7조제
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 및 고용･경력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이하 “이공계인력 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등의 개인정보
2.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연구개발성과 정보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한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고용･직업 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 정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7조의 제목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공계인력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
부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및 제4항 중 “실태
조사”를 각각 “이공계인력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및 이공계인력 수지지표의 작성”을 “이공계인력 조사의 대상･범위･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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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유출 현황 조사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4. 이공계 석･박사 재학･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21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용용도 등 특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목별 사용용도와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그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대학의 교수와 참여 연구자의 직접비 중 인건비
2. 간접비
제15조의2(이공계인력의 병역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연구 활동 보장을 위하여 병
역과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등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퇴직･고경력 과학기술인, 여성 과학기술인(이하
본조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지원
3.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② 정부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
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다.
③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은퇴 후 우수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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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신
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력 수급동향 조사
2. 연구･수요기술 수준 분석
3. 연구인력 육성･지원 체계 구축
4. 기술훈련 및 재교육 지원
5. 연구장려금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의3(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장려금 제공
2.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세제 혜택의 제공
3. 구인･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 제공
4. 국내 연구･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5. 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6.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7. 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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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신 설>

정

안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공계인력의 양성과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① 정부는 제6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①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이공계인력의 수급(需給) 정보를 제공하기
---------------- 제6조의2 및 제7조제1항에 따
위하여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
른 이공계인력 현황 등의 -------------------계”라 한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관
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대
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이공계
인력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자료 제출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이공계인력 정보의 수집･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 및 고용･경력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파
악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이하 “이공계인력 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
로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
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등의 개인정보
2.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연구개발성과 정보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한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고용･직업 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 정보를 파
악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 제7조(이공계인력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 다음 각 호의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1.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신 설>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유출 현황 조사

<신 설>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신 설>

4. 이공계 석･박사 재학･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
고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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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 이공
계인력 조사-------------------------------------------------------------------------------------.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
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
의 경력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들의 국내외 유입･유출
현황을 지표(이하 “이공계인력 수지지표”라 한다)로 작
성하여 그 내용을 이공계인력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이공
계인력 조사----------------------------------.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및 이공계
인력 수지지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⑤ 이공계인력 조사의 대상･범위･방법 -------------------------------------------------------------.

<신 설>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용용도 등 특례)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목
별 사용용도와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
다.
1. 그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대학의 교수와 참여 연구자
의 직접비 중 인건비
2. 간접비

<신 설>

제15조의2(이공계인력의 병역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
의 자질향상과 연구 활동 보장을 위하여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
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제
1항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고경력 과학기술인등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퇴
직･고경력 과학기술인, 여성 과학기술인(이하 본조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이라 한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
지원
3.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지원
4.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② 정부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등의 경력관리와 적합한 직
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다.
③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은퇴 후 우수연구자들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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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적인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 이공계인력 육성･보
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신산업을 촉진
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별로 다음 각 호
의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력 수급동향 조사
2. 연구･수요기술 수준 분석
3. 연구인력 육성･지원 체계 구축
4. 기술훈련 및 재교육 지원
5. 연구장려금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신 설>

제21조의3(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① 정부는 과
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장려금 제공
2.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세제 혜택의 제공
3. 구인･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 제공
4. 국내 연구･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5. 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6.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7. 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
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
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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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가 핵심기술인력 육성･보호 방안 수립 연구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 전환 시대 미래 기술과 인재의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 심화와 글로벌 연구 교류 확대
속 늘어나는 기술유출 사례로 연구자 핵심 자산에 대한 선제적 보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 증가
○ 중국은 2008년부터 시작된 천인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약 7,000여명의 해외 우수 과학자들을
중국으로 유치하였으며, 이는 기술 유출 문제와 연계되어 국가 간 갈등을 야기
- 미국 상원 소위원회는 2019년 11월 천인계획이 미국의 연구성과를 부당하게 빼앗고 있다는
보고를 공표하였으며, 중국의 유학생 및 연구원들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 조치 등을 시행
※ 실제로 2020년 찰스 리버 미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 교수가 중국 정부의 연구비를 받고 천인계획에
참여한 사실을 숨기다가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됨

- 일본, 호주 등도 자국 내 핵심 기술과 인재의 유출 우려에 대비하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
※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전보장국에 첨단기술 유출입 등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다루는
‘경제반’을 신설하였으며, 호주 정부는 대학의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설립하고 관련 정책
방안을 발표

○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경쟁국의 기술･인력 탈취시도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확대
- 최근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분야의 첨단기술 유출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지난 2년간 국가핵심기술 포함한 첨단기술 유출사례는 총 40건이며, 중국 유출 건이 전체의 70%를
차지(국가정보원, 2018)

- 산업 분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쟁국의 기술･인재 유입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20년 KAIST 000교수가 자율주행기술(국가핵심기술) 중국 유출혐의로 구속기소('20.9.14) 후 형사재판
진행중

□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경쟁국간 기술 탈취시도 증가에 대응하여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국내 연구역량이 강화되고 개방형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나 대학･연구
기관과 연구자의 연구보안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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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R&D최종 성과 단계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만으로는 국내 우수 자원의
유출에 대한 단계별･상황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불가
○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핵심 기술･인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핵심 인재 유지･보호
관리체계 마련 시급

나) 연구의 범위 및 추진방법
□ 과학기술 핵심 자산인 핵심인재를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에 포함
○ 핵심 인재의 정의 및 범위 설정
- ‘핵심 인재’에 대한 해외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의 정책 대상 설정
○ 주요국의 정책 동향 분석
- 미국, 일본, 호주 등 기술･인재 유출 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최신
정책 동향을 조사･분석
○ 국내 현황･한계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대학･연구소 등 사례 분석,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그간 추진되어 온 핵심 인재 보호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

□ 본 연구의 추진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국내외 주요 문헌 조사･분석
- 핵심 기술･인재 유출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 조사･분석
○ 대학･연구소 등 현장의 제도 운영 사례 분석
- 주요 대학 및 출연연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인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정책 규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대학･연구소 소속 연구자의 현장 의견 수렴
- 대학･출연연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 수립 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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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인재의 정의 및 범위
1) 개요
□ 분석 방향
○ 각국은 기술 유출 방지 등 자국의 필요에 따라 ‘핵심 인재’를 정하고 보호･관리*하고 있기에
‘핵심 인재’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된 기준이나 정의는 없는 상황
*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전담반을 편성해 조사 대상에 오른 연구자 30% 정도를 지속 감시(’20)2)
(일본) 올해 5월 국가안전회의(NSC) 국가안전보장국 산하에 천인계획에 대응하는 ‘경제반’을 신설해 법무성
방첩기관과 공동으로 산업스파이 동향을 집중 감시(’20.5)
(호주) 천인계획에 관여한 호주 내 대학 교수와 연구자를 전수조사(’20)
(한국)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조직에서 산업 스파이를 추적･관리

- 또한 핵심 인재는 국가 차원의 기술 안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핵심 인재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음
○ 주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재 유치’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정의하고 본 연구에서의 주요 정책 대상(핵심 인재 유지보호 대상)을 설정할 필요
- 해외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인재’는 주로 자국에서도 중요한 ‘핵심 인재’로 보호･관리되고
있을 것이기에 우수 인재 유치 정책에 대한 주요국의 사례 조사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정의
-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재’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의 ‘핵심 인재 유지･보호’
정책 대상의 범위를 정의하고자 함

2) 국가별 핵심 과학기술 인재 유치 정책 및 대상 분석3)
□ 중국
○ 중국은 2008년부터 해외 인재에게 파격적인 유치 혜택을 제공하는 ‘천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000명이 넘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유도
- 천인계획의 유치 대상자의 주요 공통조건은 ‘① 55세 이하의 박사학위 취득자, ② 해외 명문대학,
연구기관에서 교수직에 상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글로벌 기업 등에서 고급 직무를 담당하는
전문 기술 인재’로 명시

2) 신동아 테크, 20.10.03, “우수 과학자 ‘기술 도둑질’ 시켜”, 카이스트 교수 구속 빚은 中 ‘천인계획’
3) ‘이원홍 외 (2019), 4차 산업시대 전략적 해외 과학기술 인재유치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의 주요 내용을 요약･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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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중국 천인계획 세부 프로그램
구분

혁신인재 장기
프로그램

혁신인재 단기
프로그램

창업인재
프로그램

주요
유치
대상

55세 이하
40세 이하
공통요건 해당 해외학위 취득자
자연과학 또는
공통요건 해당
(비화상
중 국내 기술
공학분야 박사
외국인재 포함) 사업화 잠재력이
학위 소지자
큰자등

청년 프로그램

외국전문가
프로그램

정상급 인재 및 혁신
단체 프로그램

65세 이하
비 화상(華商)
외국인

자연과학 또는
공학기술 분야의
세계 정상급
전문가 (노벨상
수여자 등)

□ 일본
○ 일본은 ‘외국인 초빙연구자 사업(일본학술진흥원)’ 등을 통해 외국의 우수 연구자가 일본에서
연구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박사학위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연구자를 주요 유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노벨상 등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상을 수상한 연구자도 단기 유치 대상으로 포함

<표 2-26> 일본 외국인초빙연구자의 세부 프로그램 내용
구분

장기

단기

단기S

유치기간

2~10개월

14~60일

7~30일

생활비

387,600엔/월

18,000엔/일

42,000엔/일

연구비

최대 1,500,000엔/연

최대 150,000엔

최대 150,000엔

-

노벨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상을 받았거나, 해당
분야에 권위자

지원내용

기타

-

□ 독일
○ 독일 홈볼트재단은 ‘홈볼트 프로페러쉽’, ‘홈볼트 리서치 어워드’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명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독일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홈볼트 프로페서쉽) 세계적으로 저명한 연구자가 독일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500만유로), 연봉(18만 유로), 일자리(전임교수직) 등을 제공
- (홈볼트 리서치 어워드) 기초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연구자에게 독일 연구자와의 장기
프로젝트 수행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영국
○ 영국 정부는 기존의 고급 기술인력 이민 프로그램인 Tier1*(Exceptional Talent Visa) 비자제도를
확대 개편한 글로벌 연구 비자(Global Talent Visa) 제도를 시행(’20.2월)
* 분야별 학력, 경력, 업적 등의 포인트에 따라 고급인력을 선정하여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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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연구 비자 프로그램으로의 확대 개편을 통해 영국 체류 및 영주권 신청 조건들을
완화하여 전 세계의 고급 연구 인력들이 영국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120명
규모)

<표 2-27> 영국 글로벌 연구 비자 제도의 주요 대상
구분

내용

고위직 임명
(Senior appointments)

영국 고등 교육 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교수, 부교수, 그룹장 등의 직책을
수락한 개인

펠로우십
(Fellowship)

영국 학술원, 왕립 공학 아카데미, 왕립 학회가 승인한 펠로우십
참여 승인을 받은 지원자

후원 기금
(Endorsed funders)

공인된 후원 기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자

동료 평가
(Peer review)

영국 학술원, 왕립 공학 아카데미 또는 왕립 학회에 연구 이민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연구자

□ 대만
○ 대만 정부는 ‘외국전문인재 초빙 및 고용법’ 시행(’18.8월)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를 정의하고
체류 규정 완화 및 각종 혜택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
-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외국 특정 전문인재’, ‘외국 고급 전문인재’ 등이 해당되며, 대만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 등을 포함

<표 2-28> 대만 「외국전문인재 초빙 및 고용법」 적용대상 구분
구분

세부조건

일반 외국 전문인재

전문적･기술적 업무, 정부의 인가를 받아 화교･외국인이 투자･설립한 사업체의 책임자,
학교 교사, 학원 전임 외국어 강사, 운동 코치 및 운동선수, 종교･예술･연예 등 6종류
및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단기 학원강사 등 대만 국내 해당 업무 종사 신청자

외국 특정 전문인재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대만에 필요한 전문인재(아래 예시 참조)
- 대만에 R&D 센터 설립, 본사 및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는 고위층 관리자나 책임자
- 국가과학원 멤버(원사), 국가 원사급 학자
-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산업의 우수 인재로 대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
- 국제대회 수상 경력자
- 대만의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등

외국 고급 전문인재

현행 「입출국 및 이민법」 제25조 3항 2조에서 정한 대만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재(아래
예시 참조)
- 특수 기술 또는 과학기술 기관의 과학기술 R&D 및 관리 업무에서 독보적 재능을
지닌 자
- 과학, 연구, 공업, 상업, 강의 등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지녀 대만 경제, 산업, 교육,
복지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자
- 국제대회 수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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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및 시사점
□ 외국의 핵심 과학기술 인재 정책 사례 조사 등을 기반으로 종합하여 정리하면,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는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정의 가능
○ (포괄적 정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
- 보다 범위를 확장하면 잠재적으로 핵심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석･박사 과정생 등도
포함할 수 있음
○ (선별적 정의) 국가 차원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여 자국 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인재

□ 선별적 정의만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대상으로 한정하여 핵심인재 유지･보호 정책을 추진한다면
기술･인재에 대한 유출 방지 효과가 낮을 것
○ 특정 대상･분야로 한정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주요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향후 핵심
기술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인재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R&D 성과의 불확실성 및 불특정한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미래 핵심 기술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인재군을 선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결론적으로 핵심 인재 유지･보호의 정책 대상은 ‘국가 차원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국가 핵심 기술을 개발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적절
○ 단, 현재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였거나 기술 유출 가능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보호･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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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정책 동향
1) 미국
□ 연구안보 전담 조직 신설･운영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에 특별위원회 JCORE(Joint Committee on Research
Environment)를 설립(’19.5월)
- JCORE는 연구 현장의 안전(safety), 진실성(integrity) 및 생산성(productivity)을 개선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체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에너지부(차관) 및 NIST, NIH, NSF 등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체제

- JCORE는 ‘연구 보안’을 포함하여 ‘연구 행정 업무의 조정’, ‘연구의 엄밀성과 진실성’, ‘안전하고
포용적인 연구 환경’ 등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 생화학 및 핵 방어 R&D, 사이버안보, 주요 광물 등 기술분야별 안보에 대한 사안은 국토안보위원회
(committee on Homeland and National Security)에서 담당

○ JCORE에서의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최근 백악관은 국가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을
공표(’21.1월)
* United states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and development national security policy

- 행정명령을 통해 연구 보안 위험 및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정보공개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
강화,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
- 동시에 대학 등 현장에서 활용가능 하도록 세부권고안 ‘美 과학기술 대규모 연구사업의
보안 및 연구진실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공개(’21.1월)
* Recommended practices for strengthening the security and integrity of America’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enterprise

<표 2-29> ‘美 과학기술 대규모 연구사업의 보안 및 연구진실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의 주요 내용
1. 조직의 리더십과 감독체계 구축
1) 연구 기관장(이사회, 총장, 사장 등)은 연구 보안 및 연구진실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조직문화 구축
2) 연구기관은 조직 전체에 적용되는 명문화된 연구 보안 수행계획 수립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최고
연구 보안 책임자(chief research security officer) 지정
3) 연구기관은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문제를 조정･해결하고, 전략을 수립･평가하는 실무그룹(working
group) 및 임시조직(task force)구성
4) 연구기관은 조직 내부의 연구 보안을 위해 연구원, 보안책임자 및 관리자와 함께 종합적인 연구 보안프로
그램 수립･운영
2.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 설정
5) 연구기관은 잠재적인 이해관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 규정을
수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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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기관은 이해 상충과 역할(업무) 상충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
7) 연구기관은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연구원이 SEVIS의 정보공개 요건을 이해하고 국토 안보부 등 관련 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
8) 연구기관은 디지털 영구 식별자(DPI)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등록을 위해 연구사업 수행 직원, 계약자 및
계열사의 요구사항에 관한 규정 수립 필요
9) 연구기관은 고등교육법 제117조에 따라 해외로부터 받은 기부금(gift)이나 계약 (contract)을 보고하는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
3. 교육, 지원, 정보의 제공 및 공유
10) 연구기관은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연구사업 내 모든 연구자에게 RECR 교육을 제공
11) 연구기관은 해외 인재 채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지침 제공 필요
12) 연구기관은 지역 FBI 현장 사무소와 협력하여 연구 보안 강화 필요
13) 연구기관은 모든 구성원에게 연구 보안 및 연구진실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과 행동에
대한 인식을 공유
14) 연구기관은 법 집행 기관과 협력을 통해 정보공개 정책의 잠재적 위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
제공과 관련된 연방 연구비 지원기관 요구사항 준수 필요
4. 조직의 정책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 설계
15) 연구기관은 부정확한 정보공개로 인한 정책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마련 필요
16) 연구기관은 정보공개 요건 위반 등 연구 보안과 연구진실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징계 적용 필요
17) 연구기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심의조항을 고용계약에 포함하여 기관과 소속직원에 대한 보호 필요
18) 연구기관은 외부기관과의 계약 ･ 파트너십 체결에서 연구 보안 및 연구진실성을 위협하는 내용을 평가
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 검토･승인 프로세스를 수립
19) 연구기관은 해외 출장 검토 및 안내를 위한 보안절차를 수립･운영
20) 연구기관은 국제협력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자(foreign visitors)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s)를
위한 규정과 절차를 수립･관리 필요
21) 연구기관은 데이터 보안, 조직 내부의 위반(breach) 방지 및 사고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확인하고 시행

□ 연구보안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신설 법안을 발의
○ 주요 과학기술 자원의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과학기술 보호 법안 및 미국 대학 보호
법안등 연구보안을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
- 미국 과학기술 보호 법안(Securing American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5월
발의)은 연구개발과 관련 외국의 사이버공격, 간첩, 유출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활동을
식별･추적하기 위한 기관 간 실무그룹을 설립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 미국 대학 보호 법안(Protect our universities act of 2021, ’21.2월 발의) 대학 내 스파이
위협 해결을 위해 보안 연구 과제목록을 유지･관리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중국, 이란
등 특정 국가 유학생의 보안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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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맹추격에 대비하기 위해 발의한 “혁신 및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내 주요 내용으로 “연구보안” 내용을 포함
- 혁신 및 경쟁법은 R&D･인프라･인력･국제공조 전략 등을 망라하여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 통과(2021.6.8) 이후 하원에서 표결 절차를 밟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치면 정식 발효

<표 2-30> 미국혁신경쟁법 구조
구분

주요 내용

제A부
(CHIPS AND O-RAN 5G 반도체와 마이크로반도체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MERGENCY
지출 승인을 제공함
APPROPRIATIONS)
제B부
(ENDLESS FRONTIER
ACT)

국립과학재단(NSF) 내에 기술부서를 설치하고 국립과학재단(NSF)의 기존 부서, 국립표준기
술연구원(NIST), 항공우주국(NASA)에 지출 권한을 부여함

제C부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2021-2026년 국제 관계 프로그램에 385억 달러(약 43조원)의 지출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예산은 주로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외 지원 프로그램,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정책에 제공됨

제D부
(HOMELAND SECURITY 연방정부의 소재 조달에서 미국산을 우선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실(Made in America
AND GOVERNMENTAL Office)과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응과 복구 자원을 제공하는 데 비연방 파트너와
AFFAIRS COMMITTEE 협력하는 사이버 대응 및 복구 펀드(Cyber Response and Recovery Fund)를 신설함
PROVISIONS)
제E부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OF
2021)

불법 무역과 강압적인 노동, 사이버 공격,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제를 설정함

제F부
(OTHER MATTERS)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장학금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개선하고, 트루먼 재단과 매디슨
재단에 대한 법령을 수정해 대학 기관이 해외로부터 기부나 계약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며, 특정한
유형의 문화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학 기관이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충족해
야 할 요건을 제공함

출처 – KISTEP(2021), 미국 혁신경쟁법의 주요내용과 예산

- 혁신 및 경쟁법 내 “Endless Frontier Act(제B부)*” 부문에 연구보안(Research Security)과
관련해서는 총 8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JCORE의 세부권고(안)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
* ① NSF Technology and Innovation, ② NSF Research, STEM, and Geographic Diversity
Initiatives, ③ Research Security, ④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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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Endless Frontier Act” 내 “연구보안” 관련 주요 내용
SEC. 2301. NATIONAL SCIENCE FOUNDATION RESEARCH SECURITY
‣ NSF 내 “연구보안 및 정책실(research security and policy office)”을 설립･유지해야 함
SEC. 2302. RESEARCH

SECURITY

AND

INTEGRITY

INFORMATION

SHARING

ANALYSIS

ORGANIZATION
‣ OSTP는 연구 보안 및 진실성 정보에 대한 공유･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을 설립해야함(보안 정보수집,
식별, 위험 정보 공유, 교육 지원 등 다양한 기능 수행)
SEC. 2303. FOREIGN GOVERNMENT TALENT RECRUITMENT PROGRAM PROHIBITION.
‣ OSTP는 외국의 인재유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지침을 발표하고 확산해야함
(연방정부 기관의 외국 정부 인재유치 프로그램 참여 금지, 적대국의 인재유치 프로그램 참여
제한 등)
SEC. 2304. ADDITIONAL REQUIREMENTS FOR DIRECTORATE RESEARCH SECURITY
‣ OSTP는 다른 연방 기관과 협의하여 연구보안 관련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협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립해야함(지재권 보호, 외국 인재유치 프로그램 참여 제한, 국내 인재 개발 강화 등)
SEC. 2305. PROTECTING RESEARCH FROM CYBER THEFT
‣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고등교육 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향상하고 안보 관련 식별, 보호, 탐지 등에 도움이 되는 연구기관의 각종 정보의 배포 및 사용을 촉진해
야함.
SEC. 2306. INTERNATIONAL STANDARDS DEVELOPMENT
‣ 중국의 국제 표준 수립 활동 등에 대응하여 개방, 투명, 적법절차 및 합의에 근거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 수립(산업계 주도)
SEC. 2307. RESEARCH FUNDS ACCOUNTING.
‣ 미국 회계감사원장은 외국 연구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함(외국 연구기관이
사용가능한 연방자금 총액, 연방자금을 사용하는 외국 연구기관의 수/유형, 자금의 추적/모니터링 등)
SEC. 2308. PLAN WITH RESPECT TO SENSITIVE OR CONTROLLED INFORMATION AND
BACKGROUND SCREENING.
‣ 국가정보국장은 다른 연방기관과 협의하여 핵심 기술 영역을 포함하여 민감하거나 통제가 필요한
연구 분야를 식별하고 그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개인에 대해 적절한 신분 확인 결과를 제공해야함.

- 혁신 및 경쟁법 내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provisions*”
부문에는 기술안보 이슈로 미국 혁신 보호(Safeguarding American Innovation)를 위한 5개
조항을(Sec. 4493. ~ Sec. 4497.) 포함
* ① Ensuring Domestic Manufacturing capabilities, ② Cyber and Artificial Intelligence, ③
Personnel, ④ Other Matters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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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provisions” 내
“미국 혁신 보호” 관련 주요 내용
SEC. 4493. FEDERAL RESEARCH SECURITY COUNCIL.
‣ 연방정부의 연구보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 설립 및 운영
SEC. 4493. FEDERAL GRANT APPLICATION FRAUD.
‣ 외부 자금 수령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는 것들을 제한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등)하도록 함
SEC. 4495. RESTRICTING THE ACQUISI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BY CERTAIN
ALIENS.
‣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감한 기술 또는 첨단 기술의 획득을 위해
접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
SEC. 4496. MACHINE READABLE VISA DOCUMENTS.
‣ 기계 판독이 가능한 비자 문서 도입
SEC. 4497. CERTIFICATIONS REGARDING ACCESS TO EXPORT CONTROLLED TECHNOLOGY IN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S.
‣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수출 통제 기술을 보호하면서 외국 연구원 및 과학자를 위한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학, 과학, 문화 및 교육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

□ 연구원 등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안･관리 조치 강화
○ 주요 국립연구소 내 연구원의 해외 정부의 인재 유치프로그램 참여를 금지시키고 외국 유학생
및 연구자에 대한 관리 조치 시행
- 에너지부와 국립과학재단(NSF)은 소속직원과 파견 근무자에 대해 해외 정부 인재 유치 프로그램
참여 금지 명령을 선포(’19.6)
- 트럼프 정부는 중국 군부와의 연계 의혹이 있는 중국인 학생 및 연구자의 미국 입국 제한을
명령한 “포고령 10043”을 선포(’20.5)하고 비자 발급에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인
1000여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즉각 취소하는 조치를 시행4)
○ 보안허가증 발급을 통해 NIH 등 국립연구소나 민간 부문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보안과제의
접근 권한을 관리
- 보안허가증은 미국 내 보안허가의 경우 개인(PCLs*)과 시설(FCLs*)을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의 보안 관련 업무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 시 활용
* Personnel Security Clearances

** Facility Security Clearances

※ 보안허가는 외국인에게는 부여되지 않으며, 외국인에게는 보안허가 대신 LAA(Limited Access
Authorization)가 부여되는 경우가 존재

4) 경향신문(2020.9.10.), 미국, '중국 군부와 연계' 이유로 중국인 1000명 비자 취소,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0091008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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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 직원에 대한 보안 허가에는 기본적으로 정부부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신원조사 제도가 적용됨
※ 신원조사 절차 : 전자양식(SF86) 작성･제출 → 국방부 통합결정시스템(JPAS) → 인사관리국(OPM)에서
보안허가 조사 실시 → 외교안보수사대(DSS)의 국방산업보안부로 송부 및 결정
※ 외국인 가족 유무, 범죄 경력, 채무불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여부를 판단

- 보안 허가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급여가 일반적으로 높아* 발급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
* 통상 5000 달러에서 1만 달러 수준의 연봉 상승

<표 2-33> 보안허가 관련 미국의 보안제도 운영 사례 (NIH)
∙ 미국 NIH에서는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접근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개인신원확인
조사를 완료해야 함
* 개인 보안 및 접근 관리실(DPSAC, Division of Personal Security and Access Control)
- 특히,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라 Tier3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 전에 별도의 보안허가(SC)를 받아야 함
* Tier 3 = 비밀(Secret)
Tier 5 = 극비(Top Secret)
Tier 5+ = 기밀 문서 정보(SCI, 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 보안허가에 대한 요청이 접수되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상위 기관에서 보안허가를 검토하고 보안허가 여부를 결정
* 보안허가 수준, 보안허가의 필요성, 보안허가 요청자의 신원정보 등
- 제출부터 마감까지 평균 미국 연방 인사 관리처(OPM)의 처리 시간은 Tier3 기준 163일, Tier5 기준 383일이 소요
- 보안허가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기관에 양도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만료되어 재신청을 해야만 함
<미국 NIH의 보안허가 요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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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보안허가 관련 미국의 보안제도 운영 사례 (AFRL)
∙ AFRL(Air Force Research Laboratory)의 학자로 선정된 신규학자(New Scholars)는 정부 기밀 보안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작성과 해당 정보에 대한 조사가 수행됨
- 인턴십 수행 이전 보안 허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
* 개인 연락처, 시민권 서류, 거주 이력, 교육 이력, 고용 기록, 해외 활동 등
- 여러 요인 및 단일 조건*으로 인해 자격 박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안 허가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 인턴십이 취소될
수 있음
* 필요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7년 이내 불법 약물 사용, 7년 이내 음주 운전, 보호관찰 대상, 정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외교활동

∙ AFRL 복귀학자(Returning Scholars)는 보안 허가가 활성화된 경우 인턴십 기간 동안 USRA(Universities Space
Research Association)에서 허가를 보류하며, 보류를 위해 안내된 마감일 내에 USRA의 시설 보안 책임자(FSO, Facility
Security Officer)가 요청한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보고 요구 사항에 따라 초기 조사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 제공 필요
- 미국 정부의 개인 보안 허가(PCL, Personnel Security Clearance)를 받은 개인은 다음 사항들을 보안부서에 보고해야 함
① 범죄이력, 재정적 어려움, 약물남용, 정신 및 심리 문제, 알려진 수입원 이상의 재산(부, 인수, 투자) 등 유해한 정보
보고 필요
② 부수적인 기밀, 비밀, 최고 비밀의 보안허가가 있는 경우 이름, 혼인상태, 시민권 등 개인 신분에 대한 변경사항
보고 필요
③ 정부, 정부 기관, 영리 기업 또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 단체의 대리인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 시 보고 필요
④ 보안 요구 사항 미준수, 부주의 등의 문제로 인한 보안 위반 및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고 필요
⑤ 국가 대상 간첩, 방해 공작, 전복 행위와 관련된 상황 즉시 보고 필요
⑥ 국적에 상관없이 기밀 정보에 불법 및 무단 접근하거나, 의심되는 정보 담당자와 접촉하는 행위에 대한 보고 필요

○ 연구자의 이해충돌 관리 절차를 각 연구기관이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연구보안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인식개선을 위한 연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미국의 대학은 이해충돌 관리체계(전담부서설치, 전문가 배치, 규정제정)를 갖추어야 NSF,
NIH 및 Funding Agency에 연구비 시청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NSF/NIH에서 지원받은
연구과제에 관련된 모든 연구자의 금전적 이해충돌(FCOI)을 NSF/NIH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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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미국 대학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COI) 관리절차
① 모든 연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외부활동 포함)를 신고함
- 신고는 상급자(supervisor)를 경유하여 COI관리실에 접수함
-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경우(결혼, 상속, 연구참여 등)에는 특별 신고함
- COI관리실은 신고서를 접수받고 현재의 직무와 관련성 검토
② 연구자는 새로운 과제참여나 외부활동의 착수 이전에 승인요청
- 상급자는 결재과정에 승인신청자의 COI를 검토(경미한 사항은 승인)
③ 연구기관에서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부서 또는 연구자의 외부활동계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연구자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COI관리실에 이해충돌여부를 심사요청
④ COI관리실은 해당 연구자에 대해 이해의 충돌여부 심사(COI 심사)
- 만약 COI가 존재한다면, “COI관리계획”을 작성, COI위원회에 상정
* COI관리계획은 COI를 완화･제거(충돌관계의 해소) 또는 제척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작성과정에 해당연구자와 협의가
필요함
⑤ 승인받은 “COI관리계획”을 (COI 심사를 요청한) 행정부서로 전달
- 연구자는 그 계획내용대로 COI를 완화 또는 제거한 후, 새로운 업무(위원회활동, 연구과제, 외부계약, 외부활동 등)를
수행할 수 있음
< 미국 대학의 COI 관리절차 >

출처 : KISTEP(2021),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194호

- 미국은 2010년부터 모든 대학(원)생, 포닥 등을 대상으로 ‘책임있고 윤리적인 연구 수행(PECR,
responsible and ethical conduct of research) 교육’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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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 기술 및 인재 유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반’을 신설하여 외교 통상 문제
뿐 아니라 첨단기술 유출입 등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담당(’20.4)
○ 정부는 통합혁신전략 2020을 통해 기술 정보･기술 인력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관 연계를
통한 국가 과학 기술력 결집의 필요성과 관련 조치 방향을 제시(’20.7)

<표 2-36>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0 중 핵심 기술 및 인재 유출 관련 주요 내용
- 연구자금 신청시 외국자금에 대한 상황 등의 정보공개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연구를 대상으로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며, 허위신고 시 자금배분경정이 취소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국제적으로 기술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법령을 준수하여 기술 유출 방지,
리스크 저감을 위한 조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학생･외국인 연구자 등의 수용에 있어서도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민감한 기술 정보에 대한 접속 관리나 관리 부문의 내실화 등 내부 관리 체제 한층 더 강화
- 법령, 리스크 관리 방안, 실무적인 유의사항 등을 나타낸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의 외국기업과의 연계 관련 가이드라인
'(2019년도 책정)을 주지시키고, 기술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시책의 구체화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재검토 실시
-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연계에 의한 출입국 관리 및 비자 발급 검토를 포함한 유학생･연구자 등의 수용 심사
강화를 통해 IT 환경 정비 등을 추진
- 공급망(supply-chain)상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등의 문제의식 환기를 위해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인재유출과 기술유출의
우려에 관한 의식계발 및 정보공유 대응을 추진
- 안전보장무역관리 측면에서 기술 관리가 필요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을 정밀조사하고 사업특성에 따라 안전보장무역관리
요건화 등의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 주체가 필요한 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집행기관에서 적절하게
대상사업을 운영
-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에 의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술 조사･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한 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체제･규칙 등에 대한 고찰 추진

□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및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제한 조치 시행
○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1회계연도(’21.4월)부터 일본학술진흥회(JSJP)가 주관하는 연구지원
사업인 '과학연구비조성사업(과연비)' 신청자가 외국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조치
* 기존에는 과연비 신청자에 대해 일본 내 다른 공적 연구비 지원 상황만 신고하게 하였으나 ’21년부터는
국내외 연구 지원 상황을 모두 신고하도록 변경
※ 외국 자금을 받고 있더라도 과연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심사에서 탈락시키며
지원 대상에 결정된 후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사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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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연구과제 신청 시 외국 자금 신고제도
∙ (제도도입배경) 외국의 인재･기술 확보 시도에 대비하여 정부연구비 신청시 외국자금 수입내역 공개하는 방안 제시(일본
통합혁신전략2020*, ’20.7월)

∙ (관련연구사업) 연구자의 외국자금 신고 의무화된 국가사업은 ‘과학연구비조성사업’으로 인문･사회･과학 전분야에 걸쳐
독창적인 연구 및 젊은 연구자 등 지원('20년 예산 약 240억)

∙ (신고방식) 과학연구비조성사업 과제 신청 시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비의 응모･수입 등의 상황*’ 항목에 외국연구자금
내역을 기재
* 해당 항목은 특정인에게 연구비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에도 존재하던 항목임. '21년부터는 외국자금도 기재토록
변경됨
<'21년도 과학연구비 신청 변경내역>
변경된 신청안내(’21년~)
* 근거: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0

연구지원금 신청안내(~’20년)

① 응모중인 연구비
① 응모중인 연구비
② 수입예정인 연구비(과학연구비 포함 다른 경쟁적 ② 수입예정인 연구비(현재 수취 혹은 수취예정인
자금 제도)
해외 연구자금까지 전반적 신고를 명시)

○ ’22년부터는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등 정부 기관들이 주체가 되어 2022년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연구실의 해외 자금 지원을 조사할 계획
※ 대학 연구실은 주요 연구자의 해외 기관 겸직 여부와 해외기관의 연구자금 지원 등에 대해 공개해야
하며, 연구실 소속 외국 국적 연구자의 연구 이력과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유학생 및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 관리
○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21년부터 유학생과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자 발급 심사 강화를 추진(’20)
*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과 외무성, 법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이 연계해 의심 인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일본 정부는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 함께 중국으로의 핵심 기술 유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다루는 민간 인재에 '보안 자격증'을 주는 제도* 신설을 추진(‘20.8)
* 일본 정부가 대학 연구자와 기업 기술자의 심사 신청을 받아 기밀 정보를 누설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식 보증을 하여, 주요국과의 공동연구에서 소외될 우려를 차단(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 국가는 이미 도입 중)

- ’21년부터 유학생･외국인 연구자 및 외국 정부 지원을 받는 일본인 연구자에게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을 제공･연구하도록 할 때 이를 허가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관련 행정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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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연구보안 관련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 방위성은 '경제안전보장정보기획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대학에서 보유한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을 조사한 뒤에 관련 대학과 기업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각국이 군사 부분에서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신기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고려해 주요국 움직임을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
** 관련 예산으로만 18억 7000만 엔(206억원)을 배정

3) 호주
□ 자국 대학의 기술과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안 마련
○ 호주 정부는 대학의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설립(’19.8)하고 ‘호주 대학의 외국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19.11)
* University Foreign Interference Taskforce
** Guidelines To Counter Foreign Interference In The Australian University Sector

<표 2-38> 호주 대학의 외국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의 주요 내용
1.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체계 (GOVERNANCE AND RISK FRAMEWORKS)
- (거버넌스) 대학은 보안 위험을 감독 및 위험완화 전략을 담당
• 외부 침해 위험 평가, 모니터링 및 완화 정책, 구조 및 체제의 지속적인 개발 및 검토와 위험을 관리하는
개별 책임 육성을 위한 보안 문화 개발을 감독
- (외국의 침해 위험) 외국의 침해 위험에 대한 계획 마련
• 대학은 기존 체제에 외국인 침해 위협 및 대학 인력, 정보 및 자산에 대한 취약성을 통합하고 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
• 대학 정책 및 절차는 위험과 비례하여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직원, 학생, 계약자 및 명예직원의 요구사항을
설명
• 조직 수준에서 내부보고는 대학 이해 관계자들의 조기 인식 및 투명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
• 투명하고 강력한 보고 요건을 개발, 문서화 및 유지관리
• 대학은 국제 재정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기 위해 기존 COI(Conflict of Interest) 계약에 보고 요건 포함
• 대학은 외국의 침해 관련 보안 전략, 정책 및 절차 만기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위험 보고 주기에
통합
2.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Due diligence)
- (대외 협력) 협력대상에 대한 파악 및 대학과 정부의 대외 협력
• 직원은 국제 파트너와 협력 할 때 외국 침해 위험을 염두에 두도록 지원하는 대학 정책의 지원을 받음
• 공식 협력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력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험에 비례하고 정보 출처에 따라
실사 완료
• 기관 위험 관리 체제는 연방 및 주 법률, 규정 및 행동 강령에서 다루는 활동을 인지하여 대응
• 장기간 지속되는 협업의 경우, 위험에 비례하고 정보 출처에 따라 협력업체의 실사 평가 재검토 및 공식
계약 정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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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인력 및 HDR(Higher Degree Research) 학생의 연구 프로젝트 위험 평가 역량 향상
• 국제기구나 개인을 협력, 계약, 파트너십 또는 제휴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킬 때 대학은 의도된 파트너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협력 분야 명시
• 외국 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자금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지원을 통해 특정 활동 영역에 접근하고
영향을 미침
- (연구 및 지적재산) 연구의 개방성 유지 및 외국의 침해 보호
• 연구 계약: 외국 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자금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지원을 통해 특정 활동 영역에
접근하고 영향을 미침
• 위험 관리：위험 관리 전략에는 잠재적으로 민감한 기술과 연구를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
• 이중 사용 기술 및 연구: ① dtcA는 국방 및 전략적 상품과 기술의 공급, 출판 및 중개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 프레임 워크를 제공, ② 관세법 1901 및 규정은 유형 상품 및 기술의 이전을 규제
• 민감 기술의 연구 및 결과 관리: 연구 초기에는 연구 결과의 사용처에 대한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감 기술 및 성과의 주의 깊은 관리 필요
• IP 파트너십 접근: 위험 관리 시스템은 도난 및 남용에 대한 취약성 식별에 도움
3. 소통 및 교육 (Communication and education)
- (소통 및 교육)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에 대하여 소통 및 교육을 지원
• 인식강화: 대학 커뮤니케이션 계획 및 교육 프로그램은 외국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강화
• 정보제공: 대학은 교직원과 HDR 학생에게 외국 침해 활동의 영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외국 침해를
인식 할 경우 적절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4. 정보공유 (Knowledge sharing)
- (정보공유) 대학과 정부는 부문 간 사례 및 위협을 공유하여 새로운 위협과 외국 침해 경험에 대한 인식을
높임
• 대학 커뮤니케이션 계획 및 교육 프로그램은 외국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임
5. 사이버 보안 (Cyber security)
- (사이버 보안) 대학이 네트워크를 관리･보호하고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 시 감지 및 대응
• 대학 사이버 보안 전략 구현
• 대학 및 정부 간 사이버 인텔리전스를 공유
• 강력한 사이버 보안 문화 육성을 위해 학생, 직원, 연구원 및 경영진 등의 전체 조직 차원의 지원
• 사이버 위협 모델(Cyber threat-models)을 통한 비즈니스 위험 이해 및 완화

○ 호주 정부는 천인계획에 참여한 호주 대학과 연구자들을 전수조사할 방침(’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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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 기술 안보 문제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면서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기술･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을 수립･추진 중
○ 미국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연구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기술과 인재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 연구보안 관련 이슈를 총괄하는 총괄 조직 JCORE를 설립하고, ‘연구자
산 보호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및 세부권고안’을 발표
- 의회는 주요 과학기술 자원의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으며, 최근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에 대비하기 위해 발의한 “혁신 및 경쟁법”
내 주요 내용으로 “연구보안” 내용을 포함
* 미국 과학기술 보호 법안(Securing American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5월 발의), 미국
대학 보호 법안(Protect our universities act of 2021, ’21.2월 발의) 등

○ 일본은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주도권 다툼으로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 상황에서 자국에게 위협이 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 및 인재 유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
- 첨단기술 유출입 등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조직(국가안전보장국 내 ‘경제반’)을
신설하고, 국가 주요 전략인 ‘통합혁신전략 2020’ 내 기술 정보･기술 인력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포함
○ 호주는 중국 등으로의 기술･인력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설립하고 관련 지침을 발표

□ 국가 차원의 정책이 대학, 국립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 적용･활용될 수 있도록 각국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제도 및 지침을 마련･추진
○ 미국은 자국 연구자의 해외 인재유치 프로그램의 참여나 외국 연구자의 보안과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자의 보안과제 참여, 이해충돌 등의 문제를
각 연구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국공립연구소 소속직원의 해외 정부 인재 유치 프로그램 참여 금지 선포(’19.6), 중국 군부와의 연계
의혹이 있는 중국인 학생 및 연구자의 입국 제한선포(’20.5) 등
** 보안허가증 발급, 대학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COI) 관리절차 등

○ 일본은 자국 연구자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조치*를 시행하고,
유학생 및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 관리**를 강화
*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연구실에 대해 외국 자금 지원 현황 제출을 의무화(’22~) 등
** 유학생･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비자 발급 심사 강화(’21~), 보안자격증 제도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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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의 핵심 과학기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정 사례가 우리나라의 핵심인재
유지･보호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핵심 과학기술 자산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범부처 위원회, 정부조직,
TF 등)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중
○ 또한 포괄적인 정책적 가이드라인 발표에 그치지 않고 연구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규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핵심 과학기술 자산의 유지･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책 및 대학･연구소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일본 등의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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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현황 및 한계 분석
1) 법률 및 조직 현황
□ 핵심인재 유지･보호 관련 법률
○ 과학기술 분야 핵심인재 유지･보호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기정통부)’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부)’이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보안과
제’, ‘연구윤리’ 등 핵심 기술･인재 보호를 위한 조항을 포함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성과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연구윤리 규정’ 등을 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보안대책 수립･시행’, ‘보안과제
분류’, ‘보안관리 조치’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

<표 2-3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
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및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정행위 금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연구 윤리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부정행위의 하나로 ‘보안대책 위반 및 보안사항 누설･유출’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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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0>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의 세부기준,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보고의 내용･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 (국가핵심기술 관리) 국가핵심기술(12개 분야 71개 기술, ’21.1월 기준) 지정･관리5)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 체계 구축
- (기술보호 체계 구축)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

<표 2-41>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퇴직인력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표준서약서),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전담인력 지정,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정보처리과정･결과자료 보호,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구분･관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 ▴기술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

5) 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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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역량 강화 지원) 산업기술보호 국내외 실태조사, 산업기술보호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표 2-4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주요 내용
□ 법률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목적 :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제정 및 시행 : ‘06.10.27 제정, ’07.4.27. 시행
□ 주요내용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추진(제5조~제7조)
-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추진방향, 세부 추진방안 등을 3년 단위로 수립
** (위원장) 산업부장관,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 (역할) 종합계획, 국가핵심기술 지정･
변경, 국가핵심기술 수출 등 산업기술 보호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제8조~제15조)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및 신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
외인수･합병 신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의 금지, 국가핵심기술 전문인력 관리 등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2개 분야 69개 기술
③ 산업기술보호 기반구축(제16조~제35조)
-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산업기술보호 교육,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
④ 벌칙(제36조~제39조)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 해외유출의 경우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15억원 이하, 국내유출의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억원 이하

<표 2-43> 국가핵심기술 리스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호)
분야

기술명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반도체
(10개)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5G Baseband Modem 설계기술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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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술명
픽셀 1㎛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 기술

디스
플레이
(2개)
전기
전자
(3개)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기술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제조 기술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자동차
･철도
(9개)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TDCS 제어진단･주전력 변환장
치 기술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철강
(9개)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급) 제어기술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 강판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가스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
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조선
(8개)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
3천톤 이상 선박･해양구조물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해양구조물 건조 기술
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자율운항(경제운항, 안전운항 등) 및 항해 자동화,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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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술명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제조기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원자력
(5개)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

정보통신
(7개)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가급 이동무선백홀(Backhaul) 기술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퀀텀(Quantum) 리피터 기술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우주
(4개)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초고해상도(고도 500Km기준 50cm급) 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계 설계 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 기술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1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배양/정제 공정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

생명공학
(4개)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Narrow Trench 측정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3차원 분석기술, 300mm 이상의 대면적 시료 나노 계측기술, SPM 융합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 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기계
(7개)

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저진동, 저소음, 동적 안정감을 갖춘 인간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기술 및 제조기술

로봇
(3개)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운영 및 제어 기술
영상 감시 기반 로봇 통합통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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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인재 유출･보안 관련 정부 조직
○ 최근 기술 유출･보안 관련 이슈가 커지면서, 정부는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20.4)하고 하부 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를 설치
- ‘기술안보과’는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업무와 함께 핵심기술 보유기업 M&A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기술보호 시스템 구축, 기술인력 보호 등의
업무를 전담

<표 2-44> 산업통상자원부 내 무역안보 조직 변화(’20.4 개편 기준)
기존 : 1과

개정 : 1관 3과

무역투자실

무역투자실
ㄴ

무역
정책관
무
역
정
책
과

무
역
진
흥
과

수
출
입
과

투자
정책관
무
역
안
보
과

투
자
정
책
과

투
자
유
치
과

해
외
투
자
과

무역
정책관

통상국내
정책관
총
괄
기
획
과

국
내
대
책
과

활
용
촉
진
과

무
역
정
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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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주요 업무(’20.4 개편 기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

∙ 범부처 정책총괄
∙ 법령, 제도개선
∙ 수출입통제협의회
∙ 일본수출규제 등 현안대응

∙ 수출허가
∙ 수출심사 매뉴얼
∙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대한
심층 심사

∙ 기술보호정책 총괄
∙ 산업기술보호법
∙ 핵심기술 지정 및 수출 승인
∙ 핵심기술 보유기업 M&A 승인

∙ 불법수출 방지대책
∙ 직권검사 및 자진신고 제도
∙ 국내･외 정보수사기관 협력
∙ CP제도 운영･개선, CP기업 관리

∙ 상황허가
∙ 중개허가, 경유환적 허가
∙ 우려거래자 관리

∙ 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검토
∙ 기술보호 시스템 구축
∙ 기술인력 보호
∙ 산업기술보호협회

∙ 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
∙ 교육･홍보･인력양성 등
∙ 무역안보의 날

∙ 판정제도 개선
∙ 수입목적확인서
∙ 킴벌리프로세스 운영 등

∙ 국제협력 총괄
∙ 4대 수출통제체제 등 대응
∙ 회원국 양자협력

○ 과기정통부는 국정원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제도과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수립･운영 중
- 과기정통부 연구제도과는 국정원과 협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보안과제 분류’, ‘보안관리 조치’ 등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총괄 담당
○ 또한 최근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구 ‘연구윤리권익보호과’를 신설(’21.6)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와 관련하여 제재조치 제도 운영, 연구윤리 정책(이해충돌 포함),
제재처분 재검토 실시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

2) 대학의 연구보안 관련 규정･지침 현황 및 문제점
□ 분석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은 산학협력단 등을 통해 연구보안 관련하여
자체 규정･지침을 관리･운영 중
○ 연구보안 관련 법･제도가 등에서 대학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학별
연구보안 규정･지침 사례를 조사･분석
- 주요 대학*의 규정･지침 사례를 조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의 연구보안관리 체계**와
비교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상위 10대 대학 중 관련 규정을 공개한 8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포항공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혁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48조(보안대책 수립(제44조), 보안과제
분류(제45조), 보안관리 조치(제46조), 보안실태 점검 및 조치(제47조), 보안사고 조치(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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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연구보안 관리 규정 현황
○ 보안대책 수립
- 대학은 연구보안 관련 심의기구* 구성 및 연구보안관리 담당자 지정을 통해 보안관리 규정
제･개정 및 관련 업무를 추진
*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연구보안심의회를 각 대학마다 운영 중이며,
대부분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을 담당

관련 법 – 혁신법 시행령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
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
성과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분석･가공･배포 방안
2.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대응･조사･재발방지 방안
4.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2.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운영 방안

○ 보안과제 분류
- 모든 대학에서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보안과제를 분류하는 체계를 연구보안 규정･지침에
포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現혁신법), 보안업무규정(국정원법),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군사
기밀보호법) 등

- 그러나 ‘혁신법’의 내용과는 다르게 대부분 대학에서는 ‘정부(또는 관리기관)’가 아닌 ‘연구책임자’가
보안과제를 분류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수립･운영 중
※ 혁신법 시행령 제44조는 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으나 경북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규정상에는 연구책임자가 보안과제를 분류하고 신청하게 되어 있음(연구책임자 신청→위원회
검토 → 연구발주처 장 제출)

- 한편 ‘혁신법’ 상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세부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관리 중
* (포항공대 예시) 대외발표 및 게재 불가(A급), 한시제한(B급), 가능(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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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라
1.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
한다)로 분류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
라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기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 보안관리 조치
- 각 대학들은 혁신법에 포함된 다양한 보안관리 조치 항목*들을 연구보안 관련 규정･지침에
포함
* 연구실 보호구역 설정, 연구실 출입 현황 관리, 연구자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외국인 연구자
관리, 연구관리시스템 및 연구개발정보 보안관리 조치 등

- 대학들의 규정･지침에서 포함하고 있는 연구 보안관리 항목과 세부 내용은 각기 다른 상황
※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국공립대학은 관련 항목이나 세부 서식이 유사하며, 사립대학은
대부분 상세 세부 관리 서식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규정의 구체성도 부족
※ 경북대는 상세 내용을 포함한 별도 서식을 갖추고 있으며, 조항도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어 대학의 보안관리
규정에 있어 가장 우수한 사례로 판단됨

<표 2-46> 대학별 보안관리 조치 비교
세부 항목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포항공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연구실
보호구역
설정

ㅇ

X

ㅇ

ㅇ

ㅇ

ㅇ

ㅇ

ㅇ

연구실 출입
현황 관리

ㅇ

ㅇ

X

X

X

ㅇ

ㅇ

ㅇ

연구자
보안교육

ㅇ

ㅇ

△
(직원
대상)

ㅇ

X

ㅇ

ㅇ

ㅇ

보안서약서

ㅇ

ㅇ

X

ㅇ

ㅇ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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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포항공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외국인
연구자 관리

ㅇ

ㅇ

X

ㅇ

ㅇ

ㅇ

ㅇ

ㅇ

연구관리시
스템
보안관리

ㅇ

ㅇ

ㅇ

X

ㅇ

ㅇ

ㅇ

ㅇ

비고

별도 서식에
세부 관리
세부 관리
세부 관리
세부 관리
상세내용
서식 미포함 서식 미포함 서식 미포함 서식 미포함
포함

별도 서식
포함, 조항
구체화

별도 서식에 별도 서식에
상세내용
상세내용
포함
포함

관련 법 – 혁신법 시행령 제46조(보안관리 조치)
1.
2.
3.
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장에
대한 보고
5.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6.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 주요 대학들은 보안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정기* 또는 수시**)과 관련 후속조치 내용을 보안관리
관련 규정･지침에 포함
* 서울대, 고려대, 포항공대 등

** 연세대, 한양대, 부산대 등

관련 법 – 혁신법 시행령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면 그 시기･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실태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
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보안사고 조치
-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에 관한 내용은 모든 대학의 규정･지침에서 포함하고 있으며, 보안관리
위반시 조치는 일부 대학*에만 포함
* 서울대, 한양대, 부산대, 경북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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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혁신법 시행령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유출･누설･분실･훼손･도난
2.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파손･파괴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안사고의 일시･장소
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현재 대학의 연구보안 규정･지침은 전반적으로 혁신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안관리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① 보안대책 수립, ② 보안과제 분류, ③ 보안관리 조치, ④ 보안실태 점검 및 조치 등

- 단 대학의 관련 규정은 혁신법 시행(’21년) 이전 舊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
※ 조사 대상 대학의 연구보안 관련 규정 최신 제･개정 시기는 ‘16년 이전

○ 대학의 규정･지침 내 대부분의 항목･내용은 혁신법과 부합･일치하나 ‘보안과제 분류’ 등 일부
내용은 혁신법과 차이가 존재*
* 혁신법에서는 보안과제 분류를 ‘중앙행정기관장’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학에서는 ‘연구책임자’가
보안과제를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

○ 새롭게 재정된 혁신법과 실태 파악에 근거하여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보안 규정･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
- 보안과제 분류체계 등 일부 혁신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대학 내 실제 보안관리
현황 조사* 등을 통한 추가 이슈 발굴 필요
* 대학 내 관련 규정･지침에 대한 조사･분석만으로 대학의 현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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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국제교류 현황 및 문제점6)
□ 조사 개요
○ (주요내용) 대학･출연(연) 등의 연구인력 국제교류 현황 및 국제공동연구규정, 연구과제보안규정
등 관련 규정 조사･분석
- (교류현황 조사) 국제교류유형을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위험도 분석**을 위해 대학･
출연연 대상 현황조사 및 전문가 활용 분석을 실시(19개 출연연, 7개 대학)
* 기술연수, 연구참여, 공동연구, 세미나발표, 자문제공, 학위과정의 in/out 조사
** 기술유출 시 파급력, 취약성, 빈도, 대비 가능성 등을 AHP방식으로 분석

- (규정 조사) 국제교류 관련 제도･규정* 보유여부 등 조사(21개 출연연, 12개 대학)
* 국제협력업무,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위탁연구, 해외파견 관리, 해외지소 운영, 공무국외출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보안업무 등

□ 조사 결과
○ (국제교류활동 위험도) OutBound 자문제공이 가장 기술유출 위험도가 높고 그 다음으로
InBound 연구참여, 공동연구가 이어짐
※ 기술유출 취약성과 파급력면에서 OutBound 자문제공과 InBound 연구참여가 높은 위험도를 보이며,
활동 빈도면에서는 공동연구와 OutBound 자문제공이 높은 위험도를 보임
고위험
OutBound
자문제공

>

중위험

InBound
연구참여

>

공동연구

>

InBound
학위과정

>

OutBound
세미나발표

>

수탁연구

>

InBound
세미나발표

>

OutBound
기술연수

>

저위험
InBound
기술연수

>

위탁연구

>

InBound
자문제공

>

OutBound
연구참여

출처) 김현우(2020), 국가 핵심연구자 유지･보호 정책 연구

[그림 2-28] 국제교류활동 위험도 조사 결과
○ (규정조사) 기관･대학별로 규정의 범위와 강도가 매우 상이하고 위험도가 높은 유형임에도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음

6) ‘김현우(2020), 국가 핵심연구자 유지･보호 정책 연구’의 주요 결과를 인용하여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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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7> 국제교류 관련 규정 조사 결과
∙ 국내연구자의 해외자문제공(OutBound)은 36%의 기관이 관련규정 없음
∙ 해외연구자의 국내연구참여(InBound)는 56%의 기관이 관련규정 없음
∙ 공동연구의 경우 53%의 기관이 관련 규정을 보유하지 않음
∙ InBound 학위과정은 94%의 기관이 관련규정 없음
∙ OutBound 세미나발표는 31%의 기관이 관련 규정을 보유하지 않음
∙ 연구수탁의 경우 92%의 기관이 관련 규정을 보유하지 않음
∙ 해외자문제공이나 세미나발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기관도 해외 출장 시의 보안조치에 한정되어, 온라인 발표･자문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출처) 김현우(2020), 국가 핵심연구자 유지･보호 정책 연구

□ 시사점
○ (기관규정보완) 공동･수탁･위탁연구 및 해외연구자 연구참여와 관련된 내부 규정 등 보완･정비,
전담부서 지정 등 필요
○ (연구자 인식제고) 해외 자문제공, 세미나 발표도 법령위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연구자가 준수해
야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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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정리
□ 우리나라 국제교류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하는 법률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등이 존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보안대책’, ‘연구 윤리’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핵심 기술･
인재 보호를 위한 조항을 포함
- (보안대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보안대책 수립･시행’, ‘보안과제* 분류’, ‘보안관리
조치’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
* 보안과제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 및 「대외무역법의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등을
모두 포함

- (연구윤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연구 윤리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부정행위의 하나로 ‘보안대책 위반 및 보안사항 누설･유출’ 등을 포함
○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관리, 기술보호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가핵심기술 관리) 국가핵심기술(12개 분야 71개 기술, ’21.1월 기준) 지정･관리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 체계 구축
- (기술보호 체계 구축)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
- (예방역량 강화 지원) 산업기술보호 국내외 실태조사, 산업기술보호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연구보안에 대한 규정을 마련･시행중이나
불명확한 대상이나 미흡한 체계 등으로 인해 핵심기술･인력의 유지･보호에는 한계
○ (불명확한 관리대상) 혁신법 상 보안과제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는 대상 기술의 범위가 다소
모호(혁신법 시행령 제45조)
- 혁신법에서 보안과제로 정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이나
‘미래핵심기술’에 대한 세부 정의가 부재
- 보안과제 관련 기술･제품 목록을 지정･고시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수출규제품목(전략물자)
등은 너무 방대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실제로 보안과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와 같은 이유들로 과학기술분야 국가R&D사업 전체 과제 중 보안과제의 비중은 1% 미만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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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8> 과학기술분야 국가R&D사업 보안과제 현황(2019년)
과제 수(개)

비중(%)

60,494

100.00

586

0.97

전체과제*
**

보안과제

* 인문사회 및 국방비밀로 분류된 국가R&D사업은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의미
자료)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 가공

○ (느슨한 관리체계)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보안에 대한 이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연구자들의
관련 인식 또한 부족
- 혁신법 시행 이후에도 대학 등의 연구보안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일부 내용은 혁신법과 어긋나 있음**
* 주요 대학의 연구보안 관련 규정은 혁신법 시행(’21년) 이전 공동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
** 혁신법에서는 보안과제 분류를 ‘중앙행정기관장’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학의 규정･지침에는
‘연구책임자’가 보안과제를 분류하는 것으로 명시

- 연구자의 상당수는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보안 관련 세부 법･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강화에 부정적*
* 국가 차원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보다는 기술교류 위축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출연(연)･대학 소속 연구자 간담회, ’21.4월)

□ 핵심인재를 실질적으로 유지･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법･규정을 기반으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연구자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기존 연구보안 관련 법･제도를 기반으로 다소 미흡한 연구기관의
관리체계를 개선･강화할 필요
- 다양한 국가와의 기술 교류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핵심인재의 관리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와의 기술 교류가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과도한 규정･관리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것*(출연(연)･대학 소속 연구자 간담회, ’21.4월)

- 기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보안과제’ 분류･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활용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이와 연계하여 연구기관이 ‘핵심인재’의 유지･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야할 것
※ 부처 및 과제 관리기관이 과제별로 보안등급을 설정하고 과제의 보안 유출 위험에 따라 관련 핵심
연구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

○ 또한 ‘핵심 연구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연구보안 문화를 조성하고 외부로 이탈없이
국내에서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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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재 생태계 전반의 관점에서 대학･출연(연)의 ‘핵심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 전담 조직 등을 검토할 필요
※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관리하는 것보다는 연구자･연구기관에 보안의식을 심어주고 스스로 기술과 지적재
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핵심 연구자의 역량개발 강화를 위해 상호 호혜적 국제 교류활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 강화 필요
-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점차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관리보다는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할 필요
※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에 근거하여 핵심인재를
우대하는 사업 등을 적극 발굴･추진할 필요

◇ 참고 -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0조
① 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정책 방향(안)
○ (규정･관리)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및 연구보안 관리체계 개편
- 국가핵심기술 등 보안과제 관련 기술 목록의 체계를 산업계 이외 대학･출연(연) 등 연구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체화･세분화 추진
- 각기 다른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관리 체계를 ‘혁신법’에 근거하여 일원화하고
관련 규정･지침 등에 반영 추진
※ 국가 차원의 보안과제 등급 지정･관리 체계 구축((現) 연구책임자 → (改)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관리기관),
연구 보안을 위반하는 연구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 제재 방안 마련 등

○ (개방･투명) 정보 공개 및 관리를 통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및 상호호혜적 공동연구 지원
강화
-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연구자금 수수를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연구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
* 연구계획서 신청시 외국과의 공동연구 이력 등 정보공개를 필수화, 외국 기관의 자금 지원을 통한 R&D
활동 관련 해외 출장에 대한 사전 보고 및 승인 의무화 등

- 전체 대학･출연(연) 대상 국제교류활동 및 연구보안･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기획 및 실시
※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관리체계(관리조직, 관리형태 등), 외국과의 계약･파트너십, 외국인 연구자 R&D과제
참여 현황, 기관별 보안과제 보유･관리 현황, 기술유출･연구보안 이슈에 대한 국내 대학･연구소의 연구자
인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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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급 과학자와의 국제 공동연구, 상호 호혜적 국제협력 활동 등에 대해서는 연구비 등의
추가 지원 확대
○ (소통･교육) 규제보다는 교육, 컨설팅 등 연구문화 개선 조치 실시
-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사전 예방 및 연구보안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연구보안
교육 프로그램* 및 지침서** 개발･제공
* 연구의 투명성 확보, 이해충돌 예방, 국제교류 활동 시 참고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
**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현장에서 상시 참고･활용 가능하도록 제작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핵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세부 보안지침* 개발 및 정기적인
교육･안내 추진
* 수행과제에 대한 정보공개 제출항목, 국제 교류활동 시 유의사항, 외국인 연구자 참여 제약 등

- 보안과제 수행, 국제 연구 교류 활동 등에 있어서 기술 보안에 대한 인증* 및 성과 관리**를
지원하는 상설 전담조직 마련
* 보안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검증((가칭) ‘보안 허가증’ 제도 신설 등), 국제 교류 활동 시 기술
보안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
** 기술자산의 IP화, 기술보호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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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핵심인재 유지보호 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 국가 핵심연구자 선정･관리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핵심인재 선정･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 검토(안)(붙임1)’에 대한 대학･출연(연) 소속
연구자의 의견 수렴 목적
< 핵심연구자 선정･관리 기준 선정 참여 전문가 리스트>
◆ (대학) OOO교수, B대학 ㅇㅇㅇ 교수
◆ (출연연) ㅇㅇㅇ 책임, ㅇㅇㅇ 책임, ㅇㅇㅇ 선임
◆ (과기원) ㅇㅇㅇ 교수

□ 기술 유출 등 검토 배경 관련 전반적 의견
○ 국가 차원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보다는 기술교류 위축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해외에서 유입되는 연구자원(인력, 자금 등)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국내 연구자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해외 유입을 막기보다는 유출 방지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
※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일본 등 기술 선진국과 입지가
매우 다르며 아직 다양한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임

- 중국은 현재 AI를 비롯해 상당수 분야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보다 앞서 있기에
관련 교류 활동을 제한한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 연구자들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것
※ 최근 Nature지 등 TOP 저널 심사위원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 좋은 저널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대학･출연(연)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차원의 피해가 실제 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이와
같은 관리가 꼭 필요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
※ 최근 기술 보안 이슈가 강조되면서 연구자 등이 기술 유출 문제로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무죄”로 판결나는 사례가 대부분

○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개방적 R&D협력 확대를 권장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은 연구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음
- 최근 산업부는 국제공동연구 비중을 전체 R&D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논의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도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

□ 핵심인재 선정 이슈 관련 의견
○ 연구비 규모별에 따라 핵심인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연구 보안 측면에서 연구비 규모로 대상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내용이 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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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규모만으로 납득할만한 보안 관리대상 기준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움
(예시: 1억 방위산업 과제 vs. 10억 기초연구 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
- 현장에서 ‘보안과제’는 국방과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
* 현재는 연구책임자가 보안과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으나, 대부분 과제 관리시 불편함 등의 이유로
큰 검토 없이 ‘일반’ 과제로 선택하는 상황

- 연구책임자가 아닌 발주처, 연구관리기관 차원에서 ‘보안과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할 필요
※ 단,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해 국가핵심기술 등 관리체계의 보완 등이 필요

- ‘보안과제’ 과제에 대한 명확한 선정･관리만 된다면, 현재의 법･제도만으로도 연구자산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
* 미국은 과제별로 보안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라 연구책임자 보안교육, 국제교류활동
보고, 외국인참여제한 등의 관리를 수행

○ ‘보안과제’ 외의 다른 기준에 대해서도 핵심인재로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 노벨상에 근접한 기술은 이미 공개되고 상용화된 기술이기에, 기술 구매 가치가 낮아 보호될
필요성이 높지 않음
- 오히려 고경력･퇴직･은퇴 과학기술인 등의 이직, 기술자문 등을 통한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관리가 필요
○ ‘핵심인재’로 선정되면 국가정보･보안기관의 중점 관리대상이 될 것이며 이는 연구자의 다양한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킬 것
- 핵심인재에 선정되면 대부분 감시 대상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며, ‘기술이전’이나 ‘국제협
력’ 활동 뿐 아니라 일상적인 교류 활동도 매우 위축될 것
- 특정 인물이나 기술에 대한 관리보다는 ‘유출 행위’에 대한 관리로 방향을 잡는 것이 보다 바람직

□ 핵심인재 보호･관리 이슈 관련 의견
○ 핵심인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보기관에서 하고 있기에*,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를 보호하는
방향에 보다 집중할 필요
* 보안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실을 대상으로는 국정원에서 상시 모니터링 실시중

- 현재 안건 내용의 대부분은 관리를 통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며, 연구자를 위한
보호체계 마련* 등은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연구 교류 활동 등에 있어 기술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를 인증해주고 관련 지원(기술자산의 IP화, 기술보호
컨설팅 등)을 해주는 전담 상설조직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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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관리체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구축된 관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이며 바람직
- 현재 대학의 경우 외국을 포함해 외부 수탁을 받을 시에는 반드시 산학협력단 등으로 신고하게
이미 규정화되어있으며, 출연(연)도 기관에 신고･승인을 받게 되어있음
- 다만 체계적인 보고･관리체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 대학은 대부분 형식적인 신고에 불과하고, 출연(연)도 행위(자료 유출 등)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음.

○ 외국과의 교류 활동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정보’, ‘자금’ 그리고 ‘자료’ 등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
- 투명한 방향으로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아이디어가 흐르는 것을 저해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은 정보의 교류에서 시작되므로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 연구활동을 저해할 것이며,
연구자에 있어서 기술은 ‘재산’과 같기에 규제가 없어도 본인의 연구결과를 함부로 유출할 연구자는
거의 없을 것임

- 단, ‘천인계획’과 같이 투명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큰 자금을 투자받는 비정상적 교류 활동이나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핵심기술 등의 ‘보안과제’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대학 실험실 운영을 위해 ‘외국인 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 되어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연구자’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
- 해외 인력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기보다는 보안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만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

□ 전문가 의견 종합
○ 별도의 ‘핵심인재’를 선정･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관리체계를 개선･연계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
-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와의 기술 교류가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과도한 규정･관리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것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보안과제’와 연계하여
‘핵심인재’의 유지･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
※ 과제별로 보안등급을 설정하고(부처 및 과제 관리기관), 과제의 보안 유출 위험에 따라 관련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과기정통부는 ‘핵심인재’를 선정･관리･감독하는 역할보다는 유지･보호를 위한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
- 과학기술인재 생태계 전반의 관점에서 대학･출연(연)의 ‘핵심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 전담 조직 등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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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관리하는 것보다는 연구자･연구기관에 보안의식을 심어주고 스스로 기술과 지적재
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점차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관리보다는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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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관리 절차7)
□ 국가핵심기술 판정 및 관리 절차
○ 기관이 국가핵심기술 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신청(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2)
※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별첨2)

○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 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산업기술보
호지침)’를 취해야 함(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국가핵심기술 판정 및 관리 절차>

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자체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시행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관련 법령, 처리 기간 및 필요 서류>
관련 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시행령
제13조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시행규칙 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신청서)

처리 기간

15일(기술심사기간 제외)

첨부 서류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 국가핵심기술 수출(매각･이전 등) 관리 절차
○ 국가R&D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해당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핵심기술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7) “해외 수출 통합 가이드(’15.12, 산업부 외)” 및 “산업기술보호지침(’21.1)”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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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절차>

자료) 산업부, 해외 기술수출 통합 가이드(2015.12)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관련 법령, 처리 기간 및 필요 서류>
관련 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시행령 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시행규칙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처리 기간

45일(기술심사기간 제외)

첨부 서류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 포함)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등

○ 국가R&D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독자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이 해당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 절차>

자료) 산업부, 해외 기술수출 통합 가이드(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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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관련 법령, 처리 기간 및 필요 서류>
관련 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시행령 제16조(국가핵심기술
의 수출신고), 시행규칙 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처리 기간

15일(기술심사기간 제외)

첨부 서류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 포함)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 및 합병 관리 절차
○ 국가R&D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국가핵심기술 해외 인수･합병 신고 절차>

자료) 산업부, 해외 기술수출 통합 가이드(2015.12)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관련 법령, 처리 기간 및 필요 서류>
관련 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시행령 제18조의2(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시행규칙 제4조2(해외인수･합병등 승인신청서)

처리 기간

45일(기술심사기간 제외)

첨부 서류

1. 해외인수･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당 해외인수･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유의 사항>
‣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이 규정에 따른 수출 승인･신고 또는 해외인수 및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고를 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또는 해외인수 및 합병에 관한 중지･금지 등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 182 -

제3장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제3장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제1절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체계 운영 및 콘텐츠 생산

- 183 -

제3장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제3장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제1절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체계 운영 및 콘텐츠 생산
1. 이공계인력 지표
1) 개념
□ 이공계인력지표 체계 구조는 분석 단계(대상), 분석 내용, 분석 범위 등 3개 요소로 구성
○ 분석 단계(대상)는 사람의 전 생애주기에 맞춰 초･중･고, 대학, 대학원, 재직 및 퇴직으로 분류
- 생애주기단계로 하되, 단계별 핵심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정책의 주요 관심 대상을 초점화
* [초중고] 영재(과학영재), [대학(원)] 박사과정, [재직] 연구원 등

- 생애주기단계 분석을 통해 분석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계별 핵심집단으로 세분하여 수요지향적
관점을 견지
○ 분석 내용은 크게 규모(Quantity), 수준(Quality), 환경(Infrastructure)으로 구분
- 규모(Quantity)는 각 생애주기 또는 단계(대상)에 속해 있는 대상자의 지표 및 지수
※ 예시) [초중등] 초중고 학생 수, 교원 수, [대학(원)] 대학(원) 학생 수, 졸업자 수, [재직] 취업자 수 등

- 수준(Quality)은 각 생애주기 또는 단계별 대상자의 자질,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또는 지수
※ 예시) [초중등] 중학교 2학년생의 수학 성취도, [대학(원)] INSEAD 상위대학 평가지수, [재직] IMD 재직자
수준 관련 지표 등

- 환경(Infrastructure)은 생애주기 또는 단계별 대상자의 교육 환경 및 노동(연구) 환경과 관련된
지표 또는 지수
※ 예시) [재직]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GDP 대비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 [퇴직/기타] WEF 국내 창업활동
수준 등

[그림 3-1] 이공계인력지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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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범위는 국내와 국제로 구분
- 국제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7개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4개국)
※ 단, 일부 국제자료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자료 가용 범위에 따라 비교대상 국가가 상이할 수 있음

- 분석범위는 국제 및 국내통계를 활용하여 성, 연령, 지역, 전공, 직장유형, 직종, 산업 등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 수요 반영
※ 예시) 여성이공계인력, 학력･전공별 이공계인력 등

2) 지표 자료원
<표 3-1> 국내 이공계인력 지표 자료원
국가/기관명

지표집 및 조사명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통계(지정통계, 1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 취업통계(승인통계, 1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통계분석자료집(지정통계, 1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 영재통계(1년 주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자료(1년 주기)

한국연구재단

∙ 해외박사학위신고통계(1년 주기)

한국연구재단

∙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지정통계, 1년 주기)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지정통계, 매월 주기)

통계청

∙ 지역별 고용조사(지정통계, 반기 주기)

통계청

∙ 사회조사(2년 주기)

통계청

∙ 국제통계연감

교육부

∙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국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 자료(1년 주기)

교육부

∙ 대학알리미(1년 주기)

한국과학창의재단

∙ 과학기술국민인식조사(2년 주기)

한국과학기술원

∙ 국가과학영재정보서비스(https://www.nsgi.kr)(1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승인통계, 1년 주기)

고용노동부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수요조사(상･하반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승인통계, 1년 주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승인통계, 1년 주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인적자본 기업패널조사(승인통계, 2년 주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승인통계, 1년 주기)

한국기술사회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1년 주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1년 주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신입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스킬 및 창의성 수준조사(2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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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명

지표집 및 조사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전문역량 수준 인식 조사(2년 주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개발활동조사(지정통계, 1년 주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기관)(승인통계, 3년 주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개인)(승인통계, 1년 주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승인통계, 1년 주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 실태조사(승인통계, 1년 주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남녀 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통계 재분석 보고서(승인통계, 1년 주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ICT 전문인력 수급전망(1년 주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3년 주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취업비자유형별 외국인 전문인력 수(1년 주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통계서비스(NTI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자료(일부 요청자료)

<표 3-2> 국외 이공계인력 지표 자료원
국가/기관명

지표집 및 조사명

OECD

∙ MSTI(1년 주기)

OECD

∙ PISA(4년 주기)

OECD

∙ Education at Glance(1년 주기)

OECD

∙ Education Database(1년 주기)

OECD

∙ Labor Force Statistics(1년 주기)

OECD

∙ CDH(Careers of Doctorate Holders)(2년 주기)

IMD
INSEAD

∙ World, Digital, Talent Competitiveness Yearbook(1년 주기)
∙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1년 주기)

IEA

∙ TIMSS(3년 주기)

WEF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1년 주기)

EC

∙ Innovation Union Scoreboard(1년 주기)

미국 NSF

∙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2년 주기)

미국 NSF

∙ SGSPSE(Survey of Graduate Students and Post-doctorates in S&E)(1년 주기)

미국 NSF

∙ NSCG(National Survey of College Graduates)(2년 주기)

미국 NSF

∙ SDR(Survey of Doctorate Recipients)(2년 주기)

미국 NSF

∙ SED(Survey of Earned Doctorates)(1년 주기)

일본 NISTEP

∙ Japanese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1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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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공계 인력 지표
□ 근거기반 과학기술 인력정책 수립･기획 지원을 위한 이공계 인력지표의 최신화 및 신규지표 발굴 추진
○ 구축된 공급지표의 적합성, 적절성, 지속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가치･의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 조사지표 기준 변경으로 자료 최신화가 어려웠던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한국과학기술창의
재단)｣ 지표를 현행 보고서 발표 기준으로 지표 교체

<표 3-3>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지표 변경 내용
지표명

조사명

청소년의 대학 진학 시 지원 희망 계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청소년의 자연/공학계열 비희망 이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성인의 이공계 비권유 이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심각성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바람직한 학교의 과학 수업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과학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일상생활 속 과학원리 적용 체감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일상생활 속 과학원리 적용 경험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10년 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성인의 이공계 희망 자녀에 대한 태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 국민 인식도 조사

과학자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 국민 인식도 조사

과학기술 관심도 (청소년, 성인)

과학기술 국민 인식도 조사

과학기술 이해도 (청소년, 성인)

과학기술 국민 인식도 조사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요사항

과학기술 국민 인식도 조사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청소년, 성인)

과학기술 국민 인식도 조사

과학기술의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청소년, 성인)

과학기술 국민 인식도 조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직업 (청소년, 성인)

과학기술 국민 인식도 조사

선호하는 직업 (청소년, 성인)

과학기술 국민 인식도 조사

기초과학 분야 투자 필요성

과학기술 국민 인식도 조사

초중고 수학 및 과학 교육에서의 중요한 요소 (청소년, 성인)

과학기술 국민 인식도 조사

수학 및 과학 교육의 강화 필요성 (청소년, 성인)

과학기술 국민 인식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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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보고서 체계 개편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최신화가 어려워진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의 일부 지표*를 현재 발표기준에 맞게 교체하거나 자료원을 변경하였으며, 이외
신규 지표를 발굴하여 추가함
* 2020년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NSF) 보고서 개편으로 기존 지표형식으로 업데이트 불가

<표 3-4>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지표 변경 내용 (NSF)
기존지표

신규 지표

미국의 과학기술분야 전공을 희망하는 대학 신입생 비중

-

미국의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자의 평균
취득기간(전공)

-

미국 중고등학교 수학과학교사의 근로조건 인식도

-

미국 과학기술인력의 직업 관련 훈련 참여율

-

미국의 과학기술분야 전일제 대학원생 비중(주요
정부재원)

-

미국의 과학기술분야 대학원생 수(전공, 성별)

-

성별, 대륙/국가별 박사학위 취득자 수

-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중 및 변동

주요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중

검토결과

추가적인 업데이트
불가로 제거

지표 중복으로 제거

과학기술분야 미국박사 취득자 중 미국 내 체류희망자 비중 미국 박사학위 비시민권자의 미국 체류 계획(전공, 국가)
미국의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의 주요재원별 비중 미국의 분야별 박사학위 취득자의 주요재원별 비중
미국의 전일제 해외과학기술인력 비중(직종)

국가별 외국인 학생의 과학기술직종 취업 현황(2019)

미국의 국공립 중고등학교 수학과학 교사의 평균 연봉
미국 중고등학교 수학과학 교사의 자격 및 급여 현황
및 임금만족도
미국의 재직 과학기술인력의 전공별 연령 분포

현행 발표 기준에
맞게 지표를
교체하거나
자료원을 변경

미국의 전일제 재직 과학기술인력의 학위 및 전공별
연령 분포

미국 과학기술인력의 학위별, 직종 분야별 평균 연봉 과학기술 직종 및 과학기술 연관 직종 연봉(평균, 중위값)
-

미국 교육수준별 STEM 직업군 인력 현황 : 2019년

-

미국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관련 분야 직종의 학위 현황

-

미국 STEM 분야의 직종 및 학위별 여성 인력 현황

-

미국 노동 통계국 과학기술 분야 및 기타 직업 고용 및
구인 전망

-

미국 주요산업별 과학기술 인력 고용 현황

-

미국 주요산업별 숙련기술인력(STW) 고용현황

-

미국 학계에서 시민권을 보유한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자 수(직위, 전공)

-

과학기술 직종 및 과학기술 연관 직종 연봉(평균, 중위값)

-

촤근 과학, 공학, 보건(SEH)분야 박사학위자의 학위
이후 5년간 연봉 중간값(전공,고용분야별)

-

미국 STEM 분야 학위 및 직종별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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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중단, 조사기준 변경 등으로 장기간 미업데이트 된 37개 지표 제거
○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수요가 높은 신규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생산
- 정책 수립･기획 과정에 주요하게 활용되나 이공계 인력 지표에 포함하여 관리하지 않았던 4개
자료를 지표화하여 관리

<표 3-5> 2021년 이공계 인력 지표 삭제 목록
지표명

조사명

QS 세계 대학 평가 순위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THE 세계 대학 영향력 순위

Times Higher Education

IMD 인재경쟁력 순위 (한국 세부순위)

The World talent ranking

INSEAD의 과학자 및 기술자 가용도

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 산업계 수요와 대학 교육간의 미스매치 등 과학기술인력
관련 주요 이슈에 대응하여 신규 지표를 발굴･추가

<표 3-6> 2021년 이공계 인력 지표 추가 목록
지표명

조사명

이공계 대학 외국인 학생 현황

대학알리미

이공계 대학원의 재학생 충원율(석박사)

대학알리미

이공계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학사)

대학알리미

12대 주력산업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퇴사인력 현황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12대 주력산업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1년 이내 퇴사인력 현황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취업자의 초임 급여 현황

취업통계연보

□ 2021년 기준 지속적으로 생산･관리해야 할 이공계인력 지표는 총 408개
○ 2021년 이공계 인력 지표 개선활동을 통해 37개 지표가 삭제되고 33개 지표가 신규로 추가되어
최종 선정된 지표는 총 408개 지표

<표 3-7> 이공계인력 지표 개선 이력
연도

주요내용

2016

- 지표개선 작업을 통해 394개 지표 선정

2018

- 3개 중복지표 삭제, 과학기술영재 관련 4개 지표 추가, WEF 국제 4개 지표 추가하여 399개 지표로 확대

2020

- 신입과학기술인력 수준 인식 조사 관련 3개 지표 추가, IMD 인재경쟁력 순위 관련 1개 지표 추가, 이공계
연구원 관련 2개 지표 추가, 이공계인력 실태조사 관련 7개 지표를 추가하여 412개 지표로 확대

2021

- 이공계 인력 지표 개선활동을 통해 37개 지표 삭제, 33개 지표 신규로 추가되어 총 408개 지표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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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단계별로는 초･중･고 41개, 대학 및 대학원 167개, 재직 174개, 퇴직･기타 26개 지표이며,
내용별로는 규모 183개, 수준 60개, 환경 165개 지표 선정

<표 3-8> 이공계인력 지표 현황
내용

생애주기

합계

규모

수준

환경

전체

183

60

165

408

초･중･고

15

5

21

41

대학･대학원

83

4

80

167

재직

82

41

51

174

퇴직･기타

3

10

13

26

□ 이공계 인력지표 426개 중 핵심지표 96여개를 선별하여 매년 ｢주요 과학기술인력 통계｣ 발간
○ 과학기술인력 수급, 양성, 활용, 유출입, 여성･고경력 과학기술인, 연구개발인력, 주요 국제기구
통계, 기타 통계 등 8개로 대분류로 구성

<표 3-9> 주요 과학기술인력 통계 지표 현황
대분류

세부 지표 수

대분류

세부 지표 수

1. 과학기술인력 수급

5

5. 여성/고경력 과학기술인

14

2. 과학기술인력 양성

19

6. 연구개발인력

18

3. 과학기술인력 활용

8

7. 주요 국제기구 통계

16

4. 과학기술인력 유출입

6

8. 기타 통계

10

합 계 : 96

□ 이공계 인력 지표 리스트
번호

지표명

생애주기

내용

A-1-1

초중고 학생 수

초중고

규모

국내

A-1-2

초중고 교원 수

초중고

규모

국내

A-1-3

영재교육 수혜자 수

초중고

규모

국내

A-1-4

영재교육기관 및 학급 수

초중고

규모

국내

A-1-5

학교급별 영재교육 수혜자 수

초중고

규모

국내

A-1-6

분야별 영재교육 수혜자 수

초중고

규모

국내

A-1-7

과학영재교육기관 학년별 학생 수(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초중고

규모

국내

A-1-8

과학영재교육기관 학년별 학생 수(과학고, 영재학교)

초중고

규모

국내

A-1-9

과학영재교육기관 학생창의연구 참여과제 수(과학고, 영재학교)

초중고

규모

국내

A-1-10

과학영재교육기관 학생 연구실적(과학고, 영재학교)

초중고

규모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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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표명

생애주기

내용

A-1-11

초중고 졸업자의 진학률

초중고

규모

국내

A-1-12

초중고 학생의 졸업률

초중고

규모

국내

A-1-13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초중고

규모

국내

A-1-14

초중고 국외 유학생 수

초중고

규모

국내

A-1-15

대입 수능 계열별 응시자 수

초중고

규모

국내

A-2-1

TIMSS 수학 성취도 점수

초중고

수준

국외

A-2-2

TIMSS 과학 성취도 점수

초중고

수준

국외

A-2-3

INSEAD 중학생 언어, 수학, 과학 지수

초중고

수준

국외

A-2-4

PISA 수학 성취도 점수

초중고

수준

국외

A-2-5

PISA 과학 성취도 점수

초중고

수준

국외

A-3-1

청년 선호 직장 유형

초중고

환경

국내

A-3-2

영재교육 기관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초중고

환경

국내

A-3-3

영재교육 기관 수

초중고

환경

국내

A-3-4

초중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

초중고

환경

국내

A-3-5

TIMSS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

초중고

환경

국외

A-3-6

TIMSS 과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

초중고

환경

국외

A-3-7

TIMSS 수학 학습에 대한 가치 인식

초중고

환경

국외

A-3-8

TIMSS 과학 학습에 대한 가치 인식

초중고

환경

국외

A-3-9

TIMSS 수학 학습에 대한 즐거움 인식

초중고

환경

국외

A-3-10

TIMSS 과학 학습에 대한 즐거움 인식

초중고

환경

국외

A-3-11

IMD 학교에서 과학강조 정도

초중고

환경

국외

A-3-12

학생 대 교사 비율(초등교육단계)

초중고

환경

국외

A-3-13

학생 대 교사 비율(중고등교육단계)

초중고

환경

국외

A-3-14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초중등교육단계)

초중고

환경

국외

A-3-15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초중등교육단계)

초중고

환경

국외

A-3-16

의무수업시간 대비 과목당 비중

초중고

환경

국외

A-3-17

초중고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

초중고

환경

국외

A-3-18

미국 중고등학교 수학과학 교사의 자격 및 급여 현황

초중고

환경

국외

A-3-19

WEF 수학과학교육의 질적 수준

초중고

환경

국외

A-3-20

초중고 수학 및 과학 교육에서의 중요한 요소 (청소년, 성인)

초중고

환경

국내

A-3-21

수학 및 과학 교육의 강화 필요성 (청소년, 성인)

초중고

환경

국내

B-1-1

대학 학생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2

대학 졸업자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3

대학 취업률

대학(원)

규모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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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표명

생애주기

내용

B-1-4

대학의 입학자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5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학사)

대학(원)

규모

국내

B-1-6

대학의 진학자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7

대학 졸업자의 진학률

대학(원)

규모

국내

B-1-8

대학의 취업자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9

대학원 학생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10

대학원 취업률

대학(원)

규모

국내

B-1-11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학업중단율

대학(원)

규모

국내

B-1-12

대학원 졸업자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13

대학원 취업자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14

대학원 진학자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15

대학원 졸업자 진학률

대학(원)

규모

국내

B-1-16

계열별 자퇴생 수 (교육통계연보)

대학(원)

규모

국내

B-1-17

이공계 대학 학생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18

대학원의 재학생 충원율(석박사)

대학(원)

규모

국내

B-1-19

학위별 이공계 분야 졸업자 및 취업자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20

학위별 여학생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21

학위별 이공계 여학생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22

재적학생 현황

대학(원)

규모

국내

B-1-23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24

외국 대학의 한국인 유학생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25

국내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26

외국 대학원의 한국인 유학생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27

이공계 대학 외국인 학생 현황

대학(원)

규모

국내

B-1-28

4대 과학기술원 졸업생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29

이공계 대학 전임교원 수

대학(원)

규모

국내

B-1-30

실업률(주요국 실업률)

대학(원)

규모

국내

B-1-31

실업률(대졸자 실업자 수 및 실업률)

대학(원)

규모

국내

B-1-32

이공계 여성 입학생 수(대학)

대학(원)

규모

국내

B-1-33

이공계 여성 졸업자 수(대학)

대학(원)

규모

국내

B-1-34

이공계 여성 졸업자의 취업률(대학)

대학(원)

규모

국내

B-1-35

이공계 여성 재학생 수 및 비중(대학원)

대학(원)

규모

국내

B-1-36

이공계 여성 입학생 수(대학원)

대학(원)

규모

국내

B-1-37

이공계 여성 졸업생 수(대학원)

대학(원)

규모

국내

B-1-38

이공계 여성 취업률(대학원)

대학(원)

규모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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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표명

생애주기

내용

B-1-39

학위수여국별 해외박사 학위자 신고 현황 (신고연도별)

대학(원)

규모

국내

B-1-40

전공별 해외박사 학위자 신고자 수 (신고연도별)

대학(원)

규모

국내

B-1-41

복수전공(이중전공/부전공/연계전공) 이수 비중

대학(원)

규모

국내

B-1-42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종사상 지위(취업자)

대학(원)

규모

B-1-43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직장 유형(취업자)

대학(원)

규모

B-1-44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직장 소재지(취업자)

대학(원)

규모

B-1-45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직종(취업자)

대학(원)

규모

B-1-46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또는 취업예정) 상태

대학(원)

규모

B-1-47

박사학위 취득자의 박사 후 과정 국가

대학(원)

규모

B-1-48

유럽 국가별 인구 천명당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49

IMD 외국인 유학생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50

IMD 자국 유학생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51

INSEAD 외국인 유학생 지수(International Students)

대학(원)

규모

국외

B-1-52

일본의 과학기술분야 대학 졸업자의 직종별 취업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53

국가별 인구 백만명 당 학사학위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54

일본의 과학기술분야 대학 졸업자의 진로

대학(원)

규모

국외

B-1-55

일본의 과학기술분야 대학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56

일본의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 취업자 수(직종)

대학(원)

규모

국외

B-1-57

일본의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과정 중인 사회인 대학원생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58

일본의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취득자 직종별 종사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59

일본의 박사학위취득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60

일본의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자의 진로

대학(원)

규모

국외

B-1-61

일본의 과학기술분야 석사의 산업별 취업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62

일본의 과학기술분야 박사의 산업별 취업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63

일본의 과학기술분야 포닥의 진로

대학(원)

규모

국외

B-1-64

미국의 학사학위취득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65

미국의 석사학위취득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66

미국의 박사학위취득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67

미국의 과학기술분야 학위취득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68

미국의 과학, 공학, 보건 분야 전일제 대학원 학생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69

미국의 과학, 공학, 보건 분야의 연방기관별 전일제 대학원생 지원 현황

대학(원)

규모

국외

B-1-70

미국 대학의 외국 학부생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71

미국 대학의 외국 대학원생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72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전공)

대학(원)

규모

국외

B-1-73

한국인 미국박사학위취득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 194 -

제3장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번호

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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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74

미국 내 주요국의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취득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75

미국 및 주요 유럽국가별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76

주요 아시아국가별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취득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77

주요국의 대학 이상 졸업자 중 과학기술분야 비중

대학(원)

규모

국외

B-1-78

주요국의 대졸 이상 졸업자의 과학기술분야 여성 현황

대학(원)

규모

국외

B-1-79

국가별 대학의 국제학생 및 외국학생 비율

대학(원)

규모

국외

B-1-80

주요국의 인구 백만 명당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1-81

일반 졸업연령대 인구 대비 박사학위자 비중

대학(원)

규모

국외

B-1-82

신규 박사 중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취득자 비중

대학(원)

규모

국외

B-1-83

주요국의 생산가능인구 천명 당 박사학위자 수

대학(원)

규모

국외

B-2-1

박사학위과정 중 학술지 게재 논문 수

대학(원)

수준

국외

B-2-2

INSEAD 상위대학 평가지수

대학(원)

수준

국외

B-2-3

QS 세계 대학 순위

대학(원)

수준

국외

B-2-4

THE 세계 대학 순위

대학(원)

수준

국외

B-3-1

이공계 대학 등록금

대학(원)

환경

B-3-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대학(원)

환경

B-3-3

이공계 대학원 등록금

대학(원)

환경

B-3-4

대학 졸업생의 전공 선택 이유

대학(원)

환경

B-3-5

대학 졸업생의 대학교육 만족도

대학(원)

환경

B-3-6

신입/편입생의 선택 전공 만족도

대학(원)

환경

B-3-7

복수전공 이수자의 전공비율

대학(원)

환경

B-3-8

학교생활 전반 평가: 학생들간의 관계

대학(원)

환경

B-3-9

학교생활 전반 평가: 학교자부심

대학(원)

환경

B-3-10

학교생활 전반 평가: 학과자부심

대학(원)

환경

B-3-11

학교생활 전반 평가: 학생상담

대학(원)

환경

B-3-12

학교생활전반평가: 진로정보/상담

대학(원)

환경

B-3-13

학교생활 전반 평가: 학생의견반영

대학(원)

환경

B-3-14

학교생활 전반 평가: 교수의 교과목 선택지도

대학(원)

환경

B-3-15

학교생활 전반 평가: 교육과정다양

대학(원)

환경

B-3-16

학교생활 전반 평가: 공정한 성적평가

대학(원)

환경

B-3-17

학교생활 전반 평가: 기초학습프로그램 운영여부

대학(원)

환경

B-3-18

강의 및 수업 평가: 체계적인 강의 (대학)

대학(원)

환경

B-3-19

강의 및 수업 평가: 강의내용수준 (대학)

대학(원)

환경

B-3-20

강의 및 수업 평가: 교수/강사 열정 (대학)

대학(원)

환경

B-3-21

강의 및 수업 평가: 질문에 적절한 답변 (대학)

대학(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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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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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22

강의 및 수업 평가: 공정한 평가방식 (대학)

대학(원)

환경

B-3-23

강의 및 수업 평가: 시험의 일관성

대학(원)

환경

B-3-24

대학 졸업 후 진로

대학(원)

환경

B-3-25

졸업 후 희망하는 직장 유형

대학(원)

환경

B-3-26

취업하고자하는 직장 결정/선택 여부

대학(원)

환경

B-3-27

이수 과목 만족도: 전공과목

대학(원)

환경

B-3-28

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룬 정도: 문제해결능력

대학(원)

환경

B-3-29

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룬 정도: 의사소통능력

대학(원)

환경

B-3-30

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룬 정도: 상호협력능력

대학(원)

환경

B-3-31

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룬 정도: 자기주도학습능력

대학(원)

환경

B-3-32

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룬 정도: 분석방법의 습득

대학(원)

환경

B-3-33

대학 재학중 현장실습(인턴십) 경험 여부

대학(원)

환경

B-3-34

대학원 진학 의사

대학(원)

환경

B-3-35

대학원 진학 이유

대학(원)

환경

B-3-36

해외유학 계획

대학(원)

환경

B-3-37

해외유학 계획 지역

대학(원)

환경

B-3-38

해외유학 계획 학위 수준

대학(원)

환경

B-3-39

취업/창업 교육훈련 경험 여부

대학(원)

환경

B-3-40

미래직업 결정 여부

대학(원)

환경

B-3-41

미래희망 직업별 비중

대학(원)

환경

B-3-42

미래직업 업무 내용 인지여부

대학(원)

환경

B-3-43

미래직업 전망 및 보수 인지여부

대학(원)

환경

B-3-44

미래직업의 현재 일(전공)과의 관련성

대학(원)

환경

B-3-45

미래직업 구체적 계획 여부

대학(원)

환경

B-3-46

미래직업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방식

대학(원)

환경

B-3-47

미래직업 계획 실천 여부

대학(원)

환경

B-3-48

대학원 진학 동기

대학(원)

환경

B-3-49

대학원과 학부 전공의 일치도

대학(원)

환경

B-3-50

강의 및 수업 평가: 체계적인 강의 (대학원)

대학(원)

환경

B-3-51

강의 및 수업 평가: 강의내용수준 (대학원)

대학(원)

환경

B-3-52

강의 및 수업 평가: 교수/강사 열정 (대학원)

대학(원)

환경

B-3-53

대학원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 연구시설

대학(원)

환경

B-3-54

대학원 학교생활 만족도: 도서관 이용

대학(원)

환경

B-3-55

대학원 학교생활 만족도: 연구실

대학(원)

환경

B-3-56

대학원 학교생활 만족도: 전산시설

대학(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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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57

지도교수의 연구, 논문 지도 만족도

대학(원)

환경

B-3-58

박사학위과정 진학의 주요 목적

대학(원)

환경

B-3-59

박사학위취득자의 가장 선호하는 직장 유형(미취업자)

대학(원)

환경

B-3-60

박사학위취득자의 직장선택시 고려사항(미취업자)

대학(원)

환경

B-3-61

박사학위취득자의 희망 연봉(미취업자)

대학(원)

환경

B-3-62

박사학위취득자의 박사 후 과정 계획 여부

대학(원)

환경

B-3-63

박사학위과정 중 직장 병행 여부

대학(원)

환경

B-3-64

박사학위과정 중 휴학 경험 여부

대학(원)

환경

B-3-65

박사학위과정 중 휴학 사유

대학(원)

환경

B-3-66

박사학위과정 중 총 학비

대학(원)

환경

B-3-67

박사학위 취득자의 박사 후 과정 재원

대학(원)

환경

B-3-68

박사학위 취득자의 현재 직장에서의 연봉(취업자)

대학(원)

환경

B-3-69

박사학위 취득자의 현재 업무와 박사 전공과 관련 정도(취업자)

대학(원)

환경

B-3-70

IMD 대학교육 수준

대학(원)

환경

국외

B-3-71

INSEAD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출 지수

대학(원)

환경

국외

B-3-72

주요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중

대학(원)

환경

국외

B-3-73

미국 내 한국 박사학위자 비중 및 체류 의사

대학(원)

환경

국외

B-3-74

미국의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의 주요재원 비중

대학(원)

환경

국외

B-3-75

미국 박사 학위취득자의 전공별 향후 계획

대학(원)

환경

국외

B-3-76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고등교육단계)

대학(원)

환경

국외

B-3-77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고등교육단계)

대학(원)

환경

국외

B-3-78

GDP 대비 고등교육의 연구개발비 비중

대학(원)

환경

국외

B-3-79

국가별 공공부문(대학/정부)의 기초연구 비중

대학(원)

환경

국외

B-3-80

고등교육의 출처별 연구개발비 비중

대학(원)

환경

국외

C-1-1

15세 이상 인구 수(경활)

재직

규모

국내

C-1-2

15세 이상 인구 수(지역별)

재직

규모

국내

C-1-3

취업자 수(경활)

재직

규모

국내

C-1-4

취업자 수(지역별)

재직

규모

국내

C-1-5

실업자 수(경활)

재직

규모

국내

C-1-6

실업자 수(지역별)

재직

규모

국내

C-1-7

실업률(경활)

재직

규모

국내

C-1-8

실업률(지역별)

재직

규모

국내

C-1-9

비경제활동인구 수(경활)

재직

규모

국내

C-1-10

비경제활동인구 수(지역별)

재직

규모

국내

C-1-11

고용률(경활)

재직

규모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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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2

고용률(지역별)

재직

규모

국내

C-1-13

과학기술인력 취업자 수

재직

규모

국내

C-1-14

과학기술인력 고용률

재직

규모

국내

C-1-15

직종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및 미충원율

재직

규모

국내

C-1-16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과학기술분야)

재직

규모

국내

C-1-17

분야별 기술사 배출 수

재직

규모

국내

C-1-18

ICT 전문인력 수급전망

재직

규모

국내

C-1-19

연구원 수

재직

규모

국내

C-1-20

연구개발인력 수

재직

규모

국내

C-1-21

이공계 연구원 수

재직

규모

국내

C-1-22

총 경제활동인구 대비 연구원 및 연구개발인력 비중

재직

규모

국내

C-1-23

연구보조원 수

재직

규모

국내

C-1-24

연구원 1인당 연구보조원 수

재직

규모

국내

C-1-25

여성연구원 수

재직

규모

국내

C-1-26

국가연구개발사업 여성 연구책임자 수

재직

규모

국내

C-1-27

50세 이상 연구원 수

재직

규모

국내

C-1-28

직장유형별 60세 이상 연구원 수

재직

규모

국내

C-1-29

연구원 및 연구개발인력 수

재직

규모

국내

C-1-30

인구 만명당,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FTE) 수

재직

규모

국내

C-1-31

주체․학위별 연구원 수

재직

규모

국내

C-1-32

주체･학위별 이공계 연구원 수

재직

규모

국내

C-1-33

나노기술인력 수급전망('12~'22)

재직

규모

국내

C-1-34

바이오기술인력 수급전망('14~'23)

재직

규모

국내

C-1-35

과학기술인력의 유출입 수지

재직

규모

국내

C-1-36

기업 연구원 및 기업 박사연구원 집중도

재직

규모

국내

C-1-37

취업비자유형별 외국인 전문인력 수

재직

규모

국내

C-1-3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현황

재직

규모

국내

C-1-39

이공계 박사의 선호 경력 이동형태

재직

규모

국내

C-1-40

전공계열별 외국인 교원 현황

재직

규모

국내

C-1-41

산업기술인력 수

재직

규모

국내

C-1-42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및 부족률

재직

규모

국내

C-1-43

12대 주력산업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1년 이내 퇴사인력 현황

재직

규모

국내

C-1-44

여성과학기술인력 경제활동인구 수

재직

규모

국내

C-1-45

여성연구개발인력 수

재직

규모

국내

C-1-46

여성과학기술인력 경제활동참가율

재직

규모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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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7

여성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이･퇴직자 수

재직

규모

국내

C-1-48

여성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신규채용 인원 수

재직

규모

국내

C-1-49

이공계 대학 계열별 여교수 수

재직

규모

국내

C-1-50

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 수

재직

규모

국내

C-1-51

기업체 근로자 수

재직

규모

국내

C-1-52

IMD 자격을 갖춘 기술자 가용성

재직

규모

국외

C-1-53

IMD 두뇌유출

재직

규모

국외

C-1-54

IMD 해외 고급숙련인력 가용도

재직

규모

국외

C-1-55

INSEAD 재직자 규모 관련 지수

재직

규모

국외

C-1-56

미국의 학사 이상 과학기술인력 수

재직

규모

국외

C-1-57

미국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관련 분야 직종의 학위 현황

재직

규모

국외

C-1-58

미국의 과학기술인력(전체, 박사)의 직장유형별 비중

재직

규모

국외

C-1-59

미국의 과학기술분야 전공자의 성별 직종 분포

재직

규모

국외

C-1-60

미국의 전일제 재직 과학기술인력의 학위 및 연령 분포

재직

규모

국외

C-1-61

미국 박사학위 비시민권자의 미국 체류 계획(전공, 국가)

재직

규모

국외

C-1-62

미국 내 해외출생 대학 졸업자의 직종 현황

재직

규모

국외

C-1-63

미국 교육수준별 STEM 직업군 인력 현황

재직

규모

국외

C-1-64

미국 STEM 분야의 직종 및 학위별 여성 인력 현황

재직

규모

국외

C-1-65

미국 STEM 직업군 및 교육 수준별 STEM 분야 고용률

재직

규모

국외

C-1-66

미국 노동 통계국의 과학기술 분야 고용 전망

재직

규모

국외

C-1-67

미국 주요산업별 과학기술인력 고용 현황

재직

규모

국외

C-1-68

미국 주요산업별 숙련기술인력(STW) 고용현황

재직

규모

국외

C-1-69

미국 학계의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자 현황(직위, 전공, 시민권 여부)

재직

규모

국외

C-1-70

제조업과 서비스업 과학기술인력 비중

재직

규모

국외

C-1-71

과학기술분야 직종 비중

재직

규모

국외

C-1-72

OECD 주요국의 직장유형별 연구자 비율

재직

규모

국외

C-1-73

취업자 천명당 기업체 연구원 수

재직

규모

국외

C-1-74

주요국의 대학 전공별 국제 및 해외학생 비중

재직

규모

국외

C-1-75

박사학위취득자의 성별 취업률

재직

규모

국외

C-1-76

OECD 주요국의 취업자 천명당 연구원 및 연구개발인력

재직

규모

국외

C-1-77

과학기술분야 논문 저자의 국제적 유동성

재직

규모

국외

C-1-78

주요국 연구원 및 연구개발인력(FTE)수

재직

규모

국외

C-1-79

주요국 인구 만명당,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FTE)수

재직

규모

국외

C-1-80

주요국 주체별 연구원(FTE) 비중

재직

규모

국외

C-1-81

주요국 여성 연구원 수

재직

규모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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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2

WEF 두뇌유출

재직

규모

국외

C-2-1

전임교원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재직

수준

국내

C-2-2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재직

수준

국내

C-2-3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팀워크 기술)

재직

수준

국내

C-2-4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멘토링 기술)

재직

수준

국내

C-2-5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협상 스킬)

재직

수준

국내

C-2-6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네트워킹 스킬/사회적 능력)

재직

수준

국내

C-2-7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프로젝트 일정관리)

재직

수준

국내

C-2-8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경력개발 기획)

재직

수준

국내

C-2-9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연구방법론 지식)

재직

수준

국내

C-2-10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연구/직업 윤리의식)

재직

수준

국내

C-2-11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추상적 사고)

재직

수준

국내

C-2-12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문제해결능력)

재직

수준

국내

C-2-13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능력)

재직

수준

국내

C-2-14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과학적 정보 전달 능력)

재직

수준

국내

C-2-15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연구기획)

재직

수준

국내

C-2-16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연구관리 및 리더십)

재직

수준

국내

C-2-17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강의 스킬)

재직

수준

국내

C-2-18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과학적 정책결정 능력)

재직

수준

국내

C-2-19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기업가정신)

재직

수준

국내

C-2-20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혁신활동)

재직

수준

국내

C-2-21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기술이전 및 사업화 능력)

재직

수준

국내

C-2-22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창의성 수준

재직

수준

국내

C-2-23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수준 (수학 및 과학)

재직

수준

국내

C-2-24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수준 (공학 및 기술)

재직

수준

국내

C-2-25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수준 (정보통신)

재직

수준

국내

C-2-26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수준 (경영･비즈니스)

재직

수준

국내

C-2-27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수준 (인문학･사회학)

재직

수준

국내

C-2-28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수준 (외국어 등 어학)

재직

수준

국내

C-2-29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수준 (직무분야 기초 지식)

재직

수준

국내

C-2-30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수준 (직무분야 핵심․전문 지식)

재직

수준

국내

C-2-31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수준 (직무분야 실무․응용)

재직

수준

국내

C-2-32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수준 (직무 관련 법․제도)

재직

수준

국내

C-2-33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 인식 정도 (신입직원)

재직

수준

국내

C-2-34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창의성 수준 인식 정도 (신입직원)

재직

수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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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5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수준 인식 정도 (신입직원)

재직

수준

국내

C-2-36

IMD 과학연구의 질적 수준

재직

수준

국외

C-2-37

INSEAD 재직자 수준 관련 지수

재직

수준

국외

C-2-38

주요국의 과학, 혁신에 대한 국제적 협력 비율

재직

수준

국외

C-2-39

주요국의 논문 발간 건수 및 상위 국제학술지 수록 비율

재직

수준

국외

C-2-40

주요국의 근로시간 기반 노동생산성 증가율

재직

수준

국외

C-2-41

WEF 연구기관의 질적 수준

재직

수준

국외

C-3-1

INSEAD의 과학자 및 기술자 가용도

재직

환경

국외

C-3-2

전임교원 확보율

재직

환경

국내

C-3-3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수

재직

환경

국내

C-3-4

대학 졸업생의 현 직장 만족도

재직

환경

국내

C-3-5

대학 졸업생의 직업훈련 취업 도움 정도

재직

환경

국내

C-3-6

대학 졸업생의 직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수혜 비중

재직

환경

국내

C-3-7

대학 졸업생의 직업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총 시간

재직

환경

국내

C-3-8

대학 졸업생의 평균임금 (과학기술인력)

재직

환경

국내

C-3-9

대학 졸업생의 현직장 월 평균 근로소득

재직

환경

국내

C-3-10

대학 졸업생의 현직장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재직

환경

국내

C-3-11

이공계 박사의 전공과 연구 분야의 관련성

재직

환경

국내

C-3-12

이공계 박사의 희망 연구개발 분야

재직

환경

국내

C-3-13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근로소득

재직

환경

국내

C-3-14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인센티브

재직

환경

국내

C-3-15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근무시간

재직

환경

국내

C-3-16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고용보장(직업안정성)

재직

환경

국내

C-3-17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직장위치(근무지역)

재직

환경

국내

C-3-18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복지후생

재직

환경

국내

C-3-19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개인발전기회

재직

환경

국내

C-3-20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직무내용

재직

환경

국내

C-3-21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사회적 인지도(사회적 지위)

재직

환경

국내

C-3-22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혜택

재직

환경

국내

C-3-23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근무조건

재직

환경

국내

C-3-24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승진기회

재직

환경

국내

C-3-25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지적 도전

재직

환경

국내

C-3-26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첵임 수준

재직

환경

국내

C-3-27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업무 자유도

재직

환경

국내

C-3-28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사회 공헌

재직

환경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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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표명

생애주기

내용

C-3-29

이공계 박사의 현 직장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재직

환경

국내

C-3-30

이공계 박사의 해외 취업계획

재직

환경

국내

C-3-31

이공계 박사의 이직의향(1년 내 이직계획)

재직

환경

국내

C-3-32

이공계 박사의 총 근로소득

재직

환경

국내

C-3-33

이공계 박사의 주당 근무시간

재직

환경

국내

C-3-34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재직

환경

국내

C-3-35

공공/민간 연구기관 연구개발인력 교육･훈련 참여 여성 인원 수

재직

환경

국내

C-3-36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근속연수

재직

환경

국내

C-3-37

연구과제 중 여성 책임자 수

재직

환경

국내

C-3-38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승진자 수

재직

환경

국내

C-3-39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보직자 수

재직

환경

국내

C-3-40

일․가족 양립 지원제도 운영률

재직

환경

국내

C-3-41

직업교육체제구축 지원금

재직

환경

국내

C-3-42

과학기술분야 전임교원1인당대학연구비

재직

환경

국내

C-3-43

IMD 연구자 및 과학자 유인 용이도

재직

환경

국외

C-3-44

INSEAD 재직자 교육 및 노동환경 관련 지수

재직

환경

국외

C-3-45

미국 과학기술인력의 학위별, 직종 분야별 실업률

재직

환경

국외

C-3-46

과학기술 직종 및 과학기술 연관 직종 연봉(평균, 중위값)

재직

환경

국외

C-3-47

최근 과학, 공학, 보건(SEH)분야 박사학위자의 학위 이후 5년간 연봉
중간값(전공,고용분야별)

재직

환경

국외

C-3-48

GDP 대비 국내 연구개발비 비중

재직

환경

국외

C-3-49

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재직

환경

국외

C-3-50

주요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재직

환경

국외

C-3-51

WEF 과학자 및 기술자 가용도

재직

환경

국외

D-1-1

국내 경력단절 여성 수

퇴직/기타

규모

국내

D-1-2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력 수

퇴직/기타

규모

국내

D-1-3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경력단절사유

퇴직/기타

규모

국내

D-2-1

주요국 COSTII 지수

퇴직/기타

수준

국외

D-2-2

IMD 국가경쟁력 지수

퇴직/기타

수준

국외

D-2-3

IMD 인재경쟁력 순위

퇴직/기타

수준

국외

D-2-4

IMD 인재경쟁력 순위 (한국 세부순위)

퇴직/기타

수준

국외

D-2-5

WEF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

퇴직/기타

수준

국외

D-2-6

우리나라 혁신(Innovation) 부문 지표

퇴직/기타

수준

국외

D-2-7

WEF Index 4.0 상세지표 순위(한국)

퇴직/기타

수준

국외

D-2-8

WEF Index 4.0 인적자본: 기술(한국)

퇴직/기타

수준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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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지표명

생애주기

내용

D-2-9

WEF Index 4.0 혁신생태계: 기업활력(한국)

퇴직/기타

수준

국외

D-2-10

WEF Index 4.0 혁신생태계: 혁신역량(한국)

퇴직/기타

수준

국외

D-3-1

국내 창업활동 수준

퇴직/기타

환경

국내

D-3-2

과학기술 관심도 (청소년, 성인)

퇴직/기타

환경

국내

D-3-3

과학기술분야별 관심도

퇴직/기타

환경

국내

D-3-4

과학기술 이해도 (청소년, 성인)

퇴직/기타

환경

국내

D-3-5

과학기술분야별 이해도

퇴직/기타

환경

국내

D-3-6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요사항

퇴직/기타

환경

국내

D-3-7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퇴직/기타

환경

국내

D-3-8

과학자에 대한 인식

퇴직/기타

환경

국내

D-3-9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청소년, 성인)

퇴직/기타

환경

국내

D-3-10

과학기술의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청소년, 성인)

퇴직/기타

환경

국내

D-3-11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직업 (청소년, 성인)

퇴직/기타

환경

국내

D-3-12

선호하는 직업 (청소년, 성인)

퇴직/기타

환경

국내

D-3-13

기초과학 분야 투자 필요성

퇴직/기타

환경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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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 정책동향 분석
1) 유럽집행위원회(EC), 유럽 녹색 일자리 질적수준 분석 주요결과
□ 개요
○ 분석 대상 : 유럽집행위원회(EC), ‘Social situation monitor - Quality of green jobs’
○ 발표 연월 : ’21년 1월

□ 주요 결과
○ (분석내용) 산업분야별 친환경 전환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녹색 일자리와 갈색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비교
※ ‘갈색 일자리’는 탈탄소화 및 지속가능성이라는 방향에서 업무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직업이며, ‘녹색 일자리’는
녹색 전환에 따라 변화가 발생되는 직업

○ (방법론) 유로파운드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05년~’15년 기간 동안 녹색 및 갈색 일자리로 구분하
여 ① 사회･경제적 안전보장, ② 교육 및 훈련, ③ 근무 환경, ④ 일과 삶 및 성별 균형의 4가지
하위 영역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고, 국가 및 산업별 점수를 산출
○ (주요결과) 전반적으로 녹색 일자리와 갈색 일자리는 질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으며, 녹색 전환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와 주요지표의 특징을 확인
○ 에너지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를 고려하고 일자리 환경 격차와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킬역량 투자 확대, 제도 개선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

2) 경제산업성(METI), 일본 IT 인재 동향
□ 개요
○ 분석 대상 : 경제산업성(METI), ‘我が国におけるIT人材の動向’
○ 발표 연월 : ’21년 2월

□ 주요 결과
○ ‘디지털 시대의 인재 정책에 관한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 디지털 전환 추진･가속을 위한 디지털 인재 육성･확보에 있어 두 가지 핵심 사항인 ‘인재 시장･환경
구축’과 ‘교육의 신속성(agility) 향상’에 관한 촉진 방법 논의
- 일본 IT 인재 동향, 경제산업성과 정보처리추진기구(IPA)의 시책, 정보처리 기술자 시험 현황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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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IT 인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IT 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연봉은 낮은 수준임
○ 일본은 IT 인재를 위한 직업･경력 정보 가시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을 통해
IT 인재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일본 IT 인재는 역량 향상을 위한 투자가 적음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계 연구인력에 대한 도전과제 및 새로운
수요
□ 개요
○ 분석 대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 발표 연월 : ’21년 1월

□ 주요 결과
○ 2021년 STI Outlook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많은 과학기술 혁신 자원이 투자되었으며,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과학기술이 코로나19의 해결방안이라고 강조
○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현재 연구 및 혁신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력 등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
○ 코로나19는 대학 등 학계에 존재하고 있던 구조적 약점을 드러내고, 연구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① 연구 성과 평가 시스템, ② 연구자 처우, ③ 산학 간 연계, ④ 디지털전환, ⑤
사회적 문제 대응 등 5개 이슈에 대해 OECD가 분석한 내용을 정리
○ OECD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계 연구 인력의 훈련, 평가, 경력경로의 문제점을 재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제시
- 코로나19 위기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학계의 연구인력과
관련해서 기존에 존재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악화시킴
-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선순환적인 경력경로 확보를
위한 전체 연구 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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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부과학성(MEXT), 일본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정책 방향
□ 개요
○ 분석 대상 : 세계경제포럼(WEF),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人材の育成･確保について’, ‘大学ファンド
の創設について’
○ 발표 연월 : ’21년 3월

□ 주요 결과
○ 일본 과학기술 연구기반은 대학자금력 부족, 신진연구자의 처우 악화, 양질의 논문 수 저하, 박사과정생
감소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일본은 약화된 과학기술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박사과정생을 포함한 신진연구자 지원을 보완･확대
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과학기술인재를 확보하고자 함
○ 일본은 연구력 강화를 목적으로 신진연구자의 연구환경 개선, 경력경로 개발 등을 지원하고, 대학의
자금력 강화를 위한 대학 펀드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입 촉진･강화) 「연구력 강화･신진연구자 지원 종합패키지」를 바탕으로 박사과정생의 연구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 (고용･육성 환경 개선) 「박사후연구원 등의 고용･육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통합혁신전략 2020」을
통해 고용･육성환경, 연구환경, 경력개발 등 신진연구자 지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
- (대학자금력 강화) 대학펀드를 창설하고 해당 펀드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여 연구대학의 시설 구축,
신진연구자 등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예정

5) 안보유망기술센터(CSET), 미국 연구 보안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개요
○ 분석 대상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 ‘A New Institutional Approach to Research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 Defending a Diverse R&D Ecosystem’
○ 발표 연월 : ’21년 1월

□ 주요 결과
○ 미국 정부는 경쟁자로부터 미국 R&D 기관의 연구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그간의
접근방식은 한계에 직면
○ 미국의 과학과 혁신 활동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일선 연구자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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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구에서 정부의 역할과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연구 보안을 위한 정부의 통제력도
감소하고 있음
- 정부는 현재 권한을 바탕으로 연구 보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연구자 대부분이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연구가 이뤄짐으로써 정부의 통제력도 약화되고 있음
- 정부의 제한된 권한, 최근 연구와 직면한 위협에 대한 정보 부재, 연구자의 정부 불신의 문제는
정부의 연구 보안 노력을 저해하고 있음
○ 미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학계, 산업계,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는 형태의 ‘민관 연구
보안 정보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
- 새로운 기관을 통해 정부는 연구 보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은 지적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

6) 경제산업성(METI), 일본 이공계 박사인력의 산업계 진출 확대 방안
□ 개요
○ 분석 대상 : 경제산업성(METI), ‘産学イノベーション人材循環育成研究会_審議まとめ’
○ 발표 연월 : ’21년 3월

□ 주요 결과
○ (배경)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법으로 ‘전공 분야 전문지식’과 ‘독자적인 문제해결역량’을 보유한
이공계 박사 인력의 산업계 진출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주요 내용) ① 이공계 박사인력 활용 문제점, ② 산업계･대학의 역할, ③ 정책 방향, ④ 향후 과제,
⑤ 산학협력 기반 박사인력 육성 사례를 제시
○ 일본은 이공계 박사인력이 산업계에 진출하여 연구･경영 양면으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
- (역할) 기업은 기존인력의 고급지식 획득을 위한 재교육 지원과 박사인력에 대해 평가･활용할
수 있는 체계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대학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박사인력을 공급하고,
직장인 대상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수요 변화에 탄력 대응 필요
- (정책 방향) 박사 인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전환과 함께 민간기업 간의 박사인력 확보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박사인력 육성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육성 사례) 기업과 대학은 인턴십, 장학금 제도, 기업연구자 멘토링, 융합기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이공계 박사인력의 산업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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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립과학통계센터(NCSES), 미국 과학･공학･보건 분야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 현황 분석
□ 개요
○ 분석 대상 : 국립과학통계센터(NCSES), ‘Trends for Graduate Student Enrollment and
Postdoctoral Appointments in Science, Engineering, and Health Fields at U.S. Academic
Institutions between 2017 and 2019’
○ 발표 연월 : ’21년 2월

□ 주요 결과
○ NCSES는 과학･공학･보건(SEH) 분야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 조사 데이터(GSS)를 활용하여
연구인력 현황을 분석
- 이공계 분야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박사급 비교원 연구원(NFRs)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인력 구성에 대한 통찰력 제공
※ '19년 GSS는 미국 내 714개 대학의 20,249개 학과 단위에서 자료 수집(응답률 97.4%)

- ’17년 GSS 조사기준을 재설계*함에 따라 과거 데이터와의 직접적 비교 불가
* 석･박사 학생의 인구통계 및 재정지원 데이터 별도 수집, 교육부 교육프로그램(CIP) 분류 도입 등

○ ’17~’19년 동안 미국 내 과학･공학･보건 분야의 석･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박사급 비교원 연구원
(NFRs)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석･박사과정) 남성 유학생의 감소(-8.4%p)로 임시비자를 보유한 석사과정 수가 감소하였으며,
석･박사과정의 여성 증가로 남여 간의 성별 격차가 감소
- (박사후연구원) 임시비자 박사후연구원과 시민권 및 영주권 보유 여성 박사후연구원의 증가로
’19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기록
- (박사급 비교원 연구원) ’17~’19년 동안 7.7%p 증가하였으며, 석･박사과정 및 박사후연구원과
달리 여성(6.6%p)보다 남성(8.4%p)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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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럽집행위원회(EC), EU 에라스무스+('21~'27) 프로그램 추진 방향
□ 개요
○ 분석 대상 : 유럽집행위원회(EC), ‘Erasmus+ 2021-2027, Enriching lives, opening minds
through the EU programme for education, training, youth and sport’
○ 발표 연월 : ’21년 3월

□ 주요 결과
○ EC는 교육, 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21~’27)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간행물을 발표
○ (배경) 기존에 추진되던 에라스무스+(’14~’20)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사회적 통합,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중심의 새로운 에라스무스+(’21~’27)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지원 예정
○ (주요 내용) ①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개요 및 추진현황, ② 에라스무스+(’21~’27)의 예산 및 투자현황,
③ 중점 지원 방향, ④ 주요 활동별 신규지원 방향
○ EU는 교육, 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21~’27)를 채택하여
지원 예정
- (중점 지원 방향) 에라스무스+(’21~’27) 프로그램은 에라스무스+(’14~’20) 대비 예산이 2배로
증가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접근성 강화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중점 지원 예정
- (주요활동 내용) 특히, 교류 방법 및 교류 기간의 유연화를 통한 국제 교류 기회 확대와 함께
고등교육 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센터 플랫폼 시행 등 다양한 분야 협력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할 예정

9) 문부과학성(MEXT), 교육･연구 기능 고도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방향성
□ 개요
○ 분석 대상 : 문부과학성(MEXT), ‘教育と研究を両輪とする高等教育の在り方について（審議まとめ)’
○ 발표 연월 : ’21년 2월

□ 주요 결과
○ MEXT의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글로벌화에
대비하여 교육과 연구를 양 축으로 하는 고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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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는 지식집약형 가치창조 시스템의 핵심과 변혁의 원동력으로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본래 기능을 강조
- 대학 안팎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연구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관련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제시
○ 본 심의보고서는 사회발전을 뒷받침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및 혁신의 산실로서 대학의역할을 강화하도
록 ‘교육’과 ‘연구’ 기능 고도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
- 교육･연구 활동에서 교원 간 연계, TA･RA 제도 활용을 통한 문제해결의 팀제 접근방식 활성화,
학생 참여형 교수개발 등 학생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
- 코로나 시대의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의 대학 교육방식으로 전환하고, 교원인사제도 개선 및
고급 전문인력(URA 등) 육성 등을 위한 교직원 간의 협력 강화 지원
- 대학 운영에서의 사무직 직원 역할의 명확화 및 전문성 제고와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몰입환경
정비를 위한 교원의 관리운영 재검토, 대학운영 IR구축 등 조직관리 확립을 강조
○ 또한, 교원 뿐 아니라 사무직 직원, 기술직 직원, URA, 학생 등 대학 커뮤니티 내에 모든 구성원들의
교육･연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및 역할을 강조

10) 과학기술부(MOST), 중국 국가 중점 R&D 계획 추진 방향 - 청년 과학자 지원 및 개방형
경쟁 확대 중심으로
□ 개요
○ 분석 대상 : 과학기술부(MOST), ‘科技部关于发布国家重点研发计划 “数学和应用研究”等“十四五”
重点专项2021年度项目申报指南的通知’
○ 발표 연월 : ’21년 5월

□ 주요 결과
○ MOST는 국가 R&D 중점 특별 사업의 ’21년 과제 신청 지침을 고시하고, ‘개방형 경쟁 과제’
추진 및 ‘청년 과학자 과제’ 확대를 발표
○ 중국은 ‘당 19기 5중전회’ 정신과 ‘14.5규획’의 4대 지향을 반영한 국가 중점 R&D 계획을 통해,
국가 전략과 관계되는 연구･기술을 지속 지원하고 방향성을 제시
- 전자 정보, 인공지능, 미래 통신, 가상현실 등 중대하고 획기적 성과가 예상되는 혁신 기술 분야부터
우선하여 중점 사업 추진
○ 과학연구 투자 성과의 효과적인 향상을 위해 ‘14.5규획’ 국가 중점 R&D 계획의 ’21년 중점 특별
사업을 개혁
- 자격조건이 없는 ‘개방형 경쟁 과제’를 전면 도입하여, 중대 난제 해결 및 성과의 실용성 향상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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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과학자가 국가에 도움이 되며, 실제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과제’ 확대

11) 맥킨지(McKinsey & Company), 미국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의 인재 유치 방안
□ 개요
○ 분석 대상 : 맥킨지(McKinsey & Company), ‘Seizing the moment: Tal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aerospace and defense’
○ 발표 연월 : ’21년 4월

□ 주요 결과
○ McKinsey & Company는 전통적인 A&D 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미국의 A&D 산업은 과거 달 착륙, 스텔스 기술 개발 등 국가 발전 및 혁신을 선도하였으나 최근
신기술 인재 파이프라인 부족, 경직된 조직 구성 등으로 변화 및 도전에 직면
- (환경변화) 데이터가 모든 산업에서 활용됨에 따라 디지털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첨단 하이테크
기업들이 A&D 산업의 디지털 인재 유치에 가장 큰 경쟁자로 부상
- (장애요인) 타 산업 대비 경직된 경력경로, 낮은 산업매력도 및 보상 인식이 우수 인재 유치에
장애물이었으며, 신기술 관련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및 인재 전략 수립도 미흡
○ 우수 인재의 유치, 성장, 유지를 통한 A&D 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 (인재 유입) A&D 산업의 위상 재정립을 통한 인재 유인 매력도 제고, 데이터 기반 지속 가능한
인재 파이프라인 재구축, 디지털 인재 유치를 위한 인재전략 수립 필요
- (인재 성장 및 유지) 경직된 경력경로 및 인력구조 개선, 기존 인력의 재교육 추진, 낮은 보상
인식 개선, 성별 및 인종 다양성 확대 등 필요

12) 과학기술부(MOST),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 개요
○ 분석 대상 : 과학기술부(MOST), ‘关于支持女性科技人才在科技创新中发挥更大作用的若干措施’
○ 발표 연월 : ’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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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결과
○ 중국 과학기술부(MOST)는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과학기술 혁신 사업 참여, 적극성･능동성･ 창조성
발휘,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 발전 촉진, 과학기술 강국 건설 등에 기여하기 위한 6대 전략 및 16개
세부과제 제시
- 고급 여성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혁신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여성 과학기술 인재 평가･격려 체계를 정비
- 임신･수유기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과학연구 업무를 지원하고, 여성 예비 과학기술 인재 양성
강화하며, 여성 과학기술 인재 기반 업무 강화
○ 이번 정책을 통해 여성 과학기술 정책의 체계성･정확성･타당성을 제고하였으며, 다양한 현장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
- 중국 과학기술부(MOST)는 해당 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체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13) 문부과학성(MEXT), 일본의 이공계 인재 및 대학 관련 정책 추진현황
□ 개요
○ 분석 대상 : 문부과학성(MEXT), ‘令和3年版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白書’
○ 발표 연월 : ’21년 6월

□ 주요 결과
○ 인터넷 발명, 스마트폰 보급 등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최근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국가의 이노베이션 역량이 새롭게 주목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의 이노베이션 역량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육성이 필요
○ 일본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이공계 인재 양성과 대학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
및 제도개선을 추진
- (차세대 인재 육성)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 실험 기기･설비 정비 등 이과 분야 초･중등･ 고등학생
대상 인재 양성 프로그램 추진
- (대학역량 강화) 대학원 교육개혁, 대학펀드 조성, 산학관 협력 강화, 실험･설비 및 연구 정보기반
정비 등 일본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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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금 개혁 강화) 국립대학의 지역 교육･연구 거점 강화를 위한 성과 기반 기반적 경비 배분과
연구자의 연구몰입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경쟁적 연구비제도 개혁 강화
- (신산업 인재양성) AI, 빅데이터, IoT 등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
○ 우리나라도 미래 신산업 선점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공계 핵심 인재 육성과 대학의 교육･연구･
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우수한 학생 자원을 이공계로 유인하여 차세대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수학･과학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우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석･박사과정생의 연구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대학 연구기반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펀드 운용을 검토 필요
- 대학의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해 연구 초기 단계부터 산･학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지원과
민간의 사업화 노하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대학벤처 창출을 촉진

14)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 미국 임시비자 소지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학위 후 미국
체류･고용 현황
□ 개요
○ 분석 대상 :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 ‘Where Are They Now? Most Early Career
U.S.-Trained S&E Doctorate Recipients with Temporary Visas at Graduation Stay and
Work in the United States after Graduation’
○ 발표 연월 : ’21년 8월

□ 주요 결과
○ 외국 국적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미국 S&E 분야 노동력의 증가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정책입안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
○ '06년부터 '15년까지 S&E 분야에서 첫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 시점에 임시비자를 소지한 경력
초기 박사의 ’17년 미국 고용을 분석
○ 미국 초기경력 박사학위자의 상당수가 미국에 체류하고, 대부분이 미국에서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초기경력 박사학위자의 72%가 ’17년 미국에 체류하고, 이 중 67%가 시민･영주권자가 됨
※ 한국 초기경력 박사학위자의 규모는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54%가 체류

- ’17년 초기경력 박사학위자 중 체류자의 95%가 취업하였으며, 전공 분야에서 일하는 체류자의
비율은 수학･컴퓨터 과학 전공이 86%로 가장 높고 전공 분야별로 상이
- 초기경력 박사학위자 중 체류자와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의 주요 업무 활동은 상이하나,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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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와 교육 분야에 종사

15) G20, 연구와 고등교육에서의 디지털화 방향 -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 회복을 위
한 연구･고등교육에서의 디지털 활용
□ 개요
○ 분석 대상 : G20, ‘DECLARATION OF G20 MINISTERS on Leveraging Research, Higher
Education and Digitalisation for a Strong, Sustainable, Resilient and Inclusive Recovery’
○ 발표 연월 : ’21년 8월

□ 주요 결과
○ G20 연구 장관회의는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 측면에서 논의
-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실현할 기회를 확보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공동 선언문에 제시
* 디지털화에 따른 역량 변화, 연구･고등교육에서의 윤리적 원칙･가치, 디지털 공간에 대한 개방･공유

○ G20은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복구와 성장을 위한 연구와 고등교육에서의
디지털화 활용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공동 선언을 발표
- 국제적 수준에서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와 고등교육에서의
모범 사례 개발 및 공유 강조
- 연구와 고등교육에서의 윤리적 원칙과 가치 파악을 위하여 오픈 사이언스 및 교육 이니셔티브를
통해 노력 필요
-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세계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연구와 고등교육 디지털 인프라,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G20은 연구와 고등교육에서의 디지털화 활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연구 및
고등교육의 모범 사례를 국제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협업할 것을 촉구
- 우리나라도 연구 및 고등교육에서의 디지털화 활용과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인재 육성을 위한
모범 사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른 나라와 협업할 필요

16) 경제산업연구소(RIETI), 일본의 연구개발자 연구성과와 중학교 수･과학 학습 관계 분석
□ 개요
○ 분석 대상 : 경제산업연구소(RIETI), ‘日本の理数教育と研究開発力の推移’
○ 발표 연월 : ’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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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결과
○ 학생의 자연계 기피 현상은 학습지도요령 변경에 따른 수･과학 과목 수업 시간 감소에 의한 것으로,
우수 연구개발자 육성을 위해 학습지도요령의 영향 검증은 중요 과제
- 보고서에서는 연구개발력에 관한 성과 지표를 살펴보고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수･과학 과목 수업
시간의 변화, 수･과학 과목 시간과 연구성과와의 관계를 파악
○ 일본 RIETI는 학습지도요령 변경에 따른 중학교 수･과학 과목 수업 시간과 연구개발 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수･과학 과목 수업 시간의 감소는 성과가 하락한다는 것을 파악
- ‘유토리 교육’ 이후의 학습지도요령 하에서 중학교 시절 수･과학 수업을 받은 40대 이하 세대와
‘유토리 교육’ 이전 세대인 50대 이상과는 연구개발 성과의 차이가 존재
-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으로 배운 세대일수록 중학교 3년간 수･과학 과목의 수업 시간이 적어 연구개발자
가 된 이후 연구성과가 감소하고 있음

17) 국립과학재단(NSF),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현황
□ 개요
○ 분석 대상 : 국립과학재단(NSF), ‘The STEM Labor Force of Today: Scientists, Engineers,
and Skilled Technical Workers’
○ 발표 연월 : ’21년 8월

□ 주요 결과
○ 미국 NSF는 「과학･공학 지표」 보고서를 2년마다 발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인력 상세 현황에 대한
내용을 별도 보고서(과학기술인력 현황) 형태로 발간 중
○ 이번 ‘과학기술인력 현황(’21.08)’ 보고서는 과학기술인력 범위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기존 과학기술인
력의 정의를 재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미국 NSF는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의를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 (직종) 전문가 중심→중급기술인력 포함, (학력) 학사 이상→ 학력 무관

- 우리나라도 중급기술 인력 등의 관련 현황 분석을 통해 기존 과학기술인력 정의의 적절성･타당성에
대해 고찰하고, 필요시 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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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미국, 양자정보과학 분야 해외 인재의 중요성
□ 개요
○ 분석 대상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The Role of International Talent in Quantum
Information Science’
○ 발표 연월 : ’21년 10월

□ 주요 결과
○ 양자정보과학기술(QIST)이 경제 및 국가 안보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이 양자정보과학
기술 분야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인재 수요에 대응할 뿐 아니라 국가
R&D 보호를 위한 정책적 조치가 요구됨
○ 미국은 파트너 및 동맹국과 양자정보과학기술 분야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면서도 국가
안보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됨
○ 미국은 양자정보과학기술(QIST)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QIST 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QIST 해외 인재의 기반 마련과 안전하고 활기찬 QIST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미국은 QIST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인재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적
이점과 잠재적 위험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기술 보호 계획 마련 필요

19) 엠시 버닝글라스, 디지털 인재 현황 분석 및 전망
□ 개요
○ 분석 대상 : 엠시 버닝글라스, ‘The Digital Talent Forecast: Mapping the Evolving Role
of Digital Skills in a Dynamic Labor Market’
○ 발표 연월 : ’21년 11월

□ 주요 결과
○ 본 보고서는 1,300만 개 이상의 채용 공고 분석을 통해 산업별･직업별 디지털 스킬 수요를 분석하고
향후 수요를 전망
- 산업별･직업별 인력 수요에 대한 과거 5년간(2015~2020) 성장률을 파악하고, 향후 5년간
(2020~2025) 성장률을 예측
○ 엠시 버닝글라스와 제너럴 어셈블리는 채용 공고 분석을 통한 산업별･직업별 디지털화 정도 파악
및 향후 인력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기업의 인재 채용 방향을 제시

- 216 -

제3장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현재 디지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디지털 관련 역량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은 특정 부문(기계 가공업, 반도체 제조업 등)에서의 디지털 스킬 수요는 높으나, 전반적으로
인력에 대한 수요는 향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기업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스킬의 종류 및 중요도 파악을 통해 인재 채용 방식과 훈련 체계를
개선할 필요

20)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 일본 및 북미지역 연구직 채용공고 비교
□ 개요
○ 분석 대상 :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 ‘研究職の募集要項に関する国際比較’
○ 발표 연월 : ’21년 8월

□ 주요 결과
○ (분석 배경) 일본은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실시할 것을 철저히 명시
○ (분석 범위) 일본 및 북미지역의 채용공고 사이트를 중심으로 연구직 채용 모집 요강을 비교
○ NISTEP는 일본과 북미지역의 연구직 지원요건을 조사하여 연구자의 경력경로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 주요 평가지표를 파악
- 일본은 영향력 지수, h-지수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북미의 경우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 일본/해외 구직 활동 시 연구자들이 고려해야 할 평가항목이 다름을 시사
- 따라서 글로벌 평가기준의 차이를 고려한 제도설계 필요

21)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 정책 제언
□ 개요
○ 분석 대상 :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Winning the Tech Talent Competition : Without STEM
Immigration Reforms, the United States Will Not Stay ahead of China’
○ 발표 연월 : ’21년 10월

□ 주요 결과
○ CSIS는 미국이 과학기술인재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취해야
할 해외 과학기술인재 이민 정책 방향과 조치에 대한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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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인재 경쟁에서 승리하고 과학기술인재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해외 과학기술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STEM 이민 정책 개혁’이 조속히 요구됨
- 중국은 점점 과학기술인재 확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이민 시스템의 악화로
해외 인재를 제한하고 있어, STEM 인재에 대한 이민 정책 개혁이 시급
○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 분야의 과학기술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국내 인재 투자 확대
방향을 점검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개방과 보호 간의 적절한 균형 관점에서 STEM
이민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22)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 미국 내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
□ 개요
○ 분석 대상 :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 ‘2020 Doctorate Recipients from U.S. Universities’
○ 발표 연월 : ’21년 11월

□ 주요 결과
○ 미국 NSF 산하 NCSES는 미국의 과학 및 공학 관련 정책 수립과 통계 생산의 일환으로 2020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를 조사하고 특성을 분석함
※ ’19-’20년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의 교육 배경 및 과정, 향후 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파악

○ 박사학위 취득자 연인원이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과학공학 분야 박사 취득자가
전체의 77.1%를 차지
○ 부모의 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과학공학 분야의 취득자 대부분 학자금 대출
없이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
○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 중 70%가 졸업 후 진로를 확정하였고, 임시비자 소지자의 73%가 졸업 후
미국에 체류한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산업계에 취업함
※ 과거 20년간 졸업 후 학계에 진출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산업계에 취업하는 비중이 증가함

23) 스킬스퓨쳐(SkillsFuture), 미래 경제를 위한 주요 스킬 수요: 싱가포르의 성장 영역을 중심으로
□ 개요
○ 분석 대상 : 스킬스퓨쳐(SkillsFuture), ‘Skills Demand For The Future Economy: Spotlight
On Singapore’s Key Growth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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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연월 : ’21년 12월

□ 주요 결과
○ SSG는 싱가포르 노동 인력의 스킬 발전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유망 산업 내 일자리-스킬 추세
보고서를 발표
○ 디지털화와 코로나로 인한 직업과 생활 변화를 분석하여 적합한 스킬 발전 경로를 제시하는 것은
노동 인구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요
- 전 영역에 걸친 영향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의 출현과 기존 직업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
○ 싱가포르 스킬스퓨쳐는 디지털(digital), 친환경(green), 돌봄(care) 경제를 유망 산업 분야로 선정하
고, 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스킬(Priority Skills)을 조사
○ 주요 스킬은 기술적(technical) 스킬과 중요 핵심 스킬(critical core skills) 모두를 포괄하며,
다양한 직무에 걸쳐 적용이 가능해 노동 시장에서도 수요가 높음
- 디지털 경제에서는 ① 기술 적용, ② 데이터 분석, ③ 시장 동향 조사 스킬이 중요
- 친환경 경제에서는 ① 친환경 프로세스 설계, ② 탄소 발자국 관리, ③ 환경 관리 시스템 프레임워크･정
책 스킬이 중요
- 돌봄 경제에서는 ① 업무 행동 및 윤리, ② 이해관계자 관리, ③ 포용적 실천 스킬이 중요

24) 딜로이트(Deloitte), 기술인력의 확장 및 변화
□ 개요
○ 분석 대상 : 딜로이트(Deloitte), ‘The tech workforce is expanding – and changing - as
different sectors battle for talent’
○ 발표 연월 : ’21년 12월

□ 주요 결과
○ Deloitte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력 확보 경쟁으로 인한 기술인력 확장과 변화에 대한 기사를
발표
○ 딜로이트는 기술인력을 구성하는 주요 직종, 최근 고용 동향, 기술인력을 수요로 하는 주요 산업
분야 및 평균 임금 수준에 대한 분석을 제공
※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직업 고용 및 임금 통계(OEWS) 자료 활용

○ 기술인력은 컴퓨터 및 수리 과학 부문,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 관리자, 컴퓨터 하드웨어 엔지니어,
전기 엔지니어, 전자 엔지니어(컴퓨터 제외), 전기･전자 공학 테크니션 등 크게 6개 직종으로 구성되며,
과거에 비해 기술인력이 빠르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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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을 고용하는 주요 산업 분야는 대표적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분야이며, 네트워크
관리, 보안 및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우려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고임금 직업군인 기술인력의 평균 급여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와 같은 임금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25) 경제산업성(METI), 일본의 대학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실행방안
□ 개요
○ 분석 대상 : 경제산업성(METI), ‘知財活用促進に向けたアクションプランを策定しました’
○ 발표 연월 : ’21년 12월

□ 주요 결과
○ 일본 경제산업성(METI) 산업기술환경국은 특허청, INPIT과 합동으로 마련한 「대학의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실행방안」을 발표
○ 최근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의 연구자원은 지식재산 창출의
중요한 원천이며, 신규 스타트업 배출 측면에서도 대학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
○ 시즈 기술의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등 대학 연구자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대학 내 지식재산전략
수립, 인재육성 및 권리화 지원 필요
-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사업의 신설 및 통폐합, 지역혁신거점지원사업 및 신진연구자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대학 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원
-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사업 연계를 통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연수 제공, 산학관 협력 가이드라인
제공 등으로 대학 관계자의 지식재산 관련 의식 제고 및 지원인력 양성
- 국제 권리화 지원사업의 신설을 통한 해외특허 출원 비용 지원으로 대학벤처 등의 적시의 특허
출원 촉진
○ 향후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경제산업성, 특허청, INPIT 간의 효율적인 협력 체제 강화 필요
- 경제산업성, 특허청, INPIT이 협력하여 시행방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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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안보유망기술센터(CSET), 미국의 인공지능(AI) 인력 현황 분석
□ 개요
○ 분석 대상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 ‘The U.S. AI Workforce: Understanding the Supply
of AI Talent’
○ 발표 연월 : ’21년 1월

□ 주요 결과
○ 미국 조지타운대학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AI 인력 정의 및 54개의 직업 분석을 통해 미국
내 AI 인력 현황을 분석
- ’18년 기준 미국 내 AI 인력은 약 1,402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9% 수준
- AI 인력 내 기술팀 직종의 인종 및 성별 다양성이 부족하였으며, 이는 연구의 질, 알고리즘의
편향, 인재 성장경로의 장기적 악화를 초래 가능
- 기술팀 직종 인력의 주 전공은 공학 및 컴퓨터 과학이었으며, 경영, 사회과학 등 비기술 분야의
전공도 상위 전공에 포함되는 등 전공 분야가 다양하게 나타남
- 정부의 AI 인력 고용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추가적인 훈련 등을 통해 AI 및 유망기술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
○ 정부는 AI 인력의 다양성 촉진, 지속가능한 인재 성장경로 구축, 인적자본의 장기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AI 직업 분석 및 활용 가능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AI 인력 현황 분석체계 마련
- 기술 직종을 포함하여 제품･상업화팀 등 AI 개발 프로세스 전체를 아우르는 인력전략 마련
- 4년제 대학을 통한 AI 인재 양성 규모 확대와 관련 분야의 기존 이공계 인력 재훈련을 통한 AI
인력 육성･활용
- 연구의 질 제고, 알고리즘 편향 해소, 우수 인적자원 풀 확보를 위한 성별, 인종, 전공 등 다양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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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딜로이트(Deloitte),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하이브리드 대학
□ 개요
○ 분석 대상 : 딜로이트(Deloitte), ‘The hybrid campus : Three major shifts for the post-COVID
university’
○ 발표 연월 : ’21년 1월

□ 주요 결과
○ ’20년 COVID-19 전염병 확산이 고등교육 분야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각 대학은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이 혼합된 원격교육으로 신속히 전환
○ 물리적 및 디지털 세계에 걸쳐있는 하이브리드 대학은 학업상담, 강좌 및 커리어 서비스 등 대학이
제공하는 모든 부문에 걸쳐 적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과거와는 다른 대학의 모습이 요구되며 하이브리드 대학으로의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
- (경영진 리더십 지지) 대학 경영진의 리더쉽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상황에 맞는 하이브리드 대학
비전 및 로드맵 수립
- (학생 중심 관점 전환) 학생의 요구사항 및 선호도를 반영한 하이브리드 대학 전환 추진
- (데이터･기술 기반 전략) 데이터에 의한 학생 생애주기 분석을 토대로 기능별 대면 혹은 원격
여부 검토
- (새로운 재정모델 발굴) 새로운 재정 모델 탐색과 대학 구성원 간의 하이브리드 대학의 명확한
비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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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계경제포럼(WEF), 업무 스킬에 대한 공통 분류 체계 구축
□ 개요
○ 분석 대상 : 세계경제포럼(WEF), ‘Building a Common Language for Skills at Work: A Global
Taxonomy’
○ 발표 연월 : ’21년 1월

□ 주요 결과
○ COVID-19 팬데믹이 전 세계 일자리와 필요 스킬의 변화를 가속화 하면서, 인재의 재교육, 스킬
향상, 학습, 재배치 필요성도 증대
○ 업무 스킬에 대한 글로벌 분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학습 제공자, 고용주, 정부 간의 보다 효율적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교육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음
○ 글로벌 스킬 분류 체계는 스킬이 노동시장에서 통용되게 하는 첫 단계이며, 다양하게 활용 될 수
있음
- 스킬 분류 체계의 구축은 스킬 설명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구분에서부터 시작되며, 정의된
스킬은 다양한 수준에서 군집화되어 분류･세분화 됨
- 스킬 분류 체계는 노동시장에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실행시 노동시장의 긴급한 요구를
전달해야 함
- 스킬 분류 체계는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축과 직무에 적합한 인재 발굴에
기여하고, 스킬 동향 예측, 스킬 표준 설정, 온라인 학습의 수요-공급 매핑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킬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스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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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의 미래
□ 개요
○ 분석 대상 : 보스턴컨설팅그룹(BCG), ‘The Future of Jobs in the Era of AI’
○ 발표 연월 : ’21년 3월

□ 주요 결과
○ 자동화, 인공지능(AI), 다른 기술들의 채택 증가는 인간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임
○ BCG와 Faethm은 미국, 독일, 호주의 기본 인구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의 영향을 모델링하고
COVID-19가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상세 시나리오 개발
○ 세 국가 모두 중요 분야에서 숙련된 노동자의 심각한 부족이 예상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의 노력이 필요
- 미국, 독일, 호주는 컴퓨터 및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직업에서 인재 부족이 예상됨
- 미래의 노동 불균형, 기업의 경쟁력 유지, 미래 직업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정부, 기업 개인의
준비가 필요
※ (정부) 미래 인력 계획 수립, 현재의 교육･역량 향상･재교육에 대한 재설계 등이 필요
※ (기업) 전략적 인력 계획, 기존 인력 역량 향상･재교육, 인재 채용 전략 변화 등 필요
※ (개인) 평생학습의 정착, 역량 향상･재교육 지속, 유연한 경력 경로 개발이 필요

○ 우리나라도 미래 인력에 대한 신기술의 영향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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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유네스코(UNESCO), 더 스마트한 발전을 위한 과학 변화 동향
□ 개요
○ 분석 대상 : 유네스코(UNESCO), ‘UNESCO Science Report: The race against time for smarter
development’
○ 발표 연월 : ’21년 6월

□ 주요 결과
○ UNESCO는 전 세계 과학 거버넌스의 동향을 추적하여 각국이 어떤 발전 경로를 따르고 있는지를
파악한 보고서를 발간
※ 이번 보고서는 시리즈의 7번째 보고서로, 국가들이 디지털･생태계적으로 스마트한 미래 실현을 위해 어떻게
과학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탐구

- 세계는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간 내(~’30) 달성하기 위해 서로 경쟁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많은 국가들이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5년 동안 발전 우선순위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보여줌
○ 전 세계 국가는 녹색 전환 및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우선시 하고 있으며,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R&D 투자를 증대
- (주요국 현황) 전 세계의 연구 지출, 연구원, 출판물 및 특허의 증가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국가(미국, 중국, EU 등)가 주도
- (최신 변화 동향) COVID-19 팬데믹은 국가들이 더욱 과학에 관심 가지게 하였으며, 각국은 디지털
경제 및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녹색 전환 및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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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신진 연구자의 경력 불안정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 개요
○ 분석 대상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Reducing the precarity of academic research careers’
○ 발표 연월 : ’21년 5월

□ 주요 결과
○ 학계 연구 경력의 불안정성은 COVID-19 이전부터 OECD 국가들을 포함해 많은 국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으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서 주요 이슈이며 OECD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굴･제시
○ (현황) 연구 수행 환경의 변화, 박사학위자의 수요･공급의 변화, 연구 경력의 변화, Covid-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박사후연구원의 경력 불안정은 점차 심화
○ (대응방안)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경력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 조건 개선, 제도적 개선,
이동성 강화 등을 권고
- 박사후연구원의 고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처우･복지 개선, 직업 전망 자료 제공 등과 더불어
유연한 경력(직업) 전환을 지원해야 함
- 또한, 박사후연구원의 경력 발전을 위해 연구 평가 방식, 인력 관리 제도 등을 개편하고 연구자의
산･학･연 간 이동과 국제적 이동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
○ OECD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박사후연구원의 경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결정하고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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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맥킨지(McKinsey & Company),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기본능력요소(DELTAs)
제안 및 활용방안
□ 개요
○ 분석 대상 : 맥킨지(McKinsey & Company), ‘Defining the skills citizens will need in the
future world of work’
○ 발표 연월 : ’21년 6월

□ 주요 결과
○ (배경) 자동화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의 영향에 따라 필요도가 높은 스킬을 파악할 필요
○ 맥킨지는 미래 노동시장에 필요한 기본능력요소(DELTAs)를 제시하고, 숙련도에 따른 영향 분석과
근로자 스킬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언
- 제안된 DELTAs는 스킬뿐만 아니라 태도를 포괄하는 기본능력요소로 산업 분야, 직업과 관계없이
미래 노동시장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 스킬 관점에서 정의 및 분류
- 설문을 통해 56가지 DELTA에 대한 ‘숙련도 수준 측정 및 교육과의 상관관계’와 ‘숙련도 수준의
영향’을 분석
※ 학사학위 이상의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평균 DELTAs 숙련도 점수가 높고, 특히 디지털 부문은 교육(학사학위)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음
※ DELTAs 숙련도가 높을수록 ‘고용 가능성’, ‘소득 수준’ 및 ‘직업만족도’가 높음

- 미래에 유동적 변화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DELTAs 중심의 교육시스템 개혁,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을 제언
○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스킬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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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립과학재단(NSF), 미국 I-Corps 프로그램의 최근(’19~’20) 성과
□ 개요
○ 분석 대상 : 국립과학재단(NSF), ‘2021 NSF Innovation Corps (I-Corps) biennial report’
○ 발표 연월 : ’21년 7월

□ 주요 결과
○ 미국은 연구자에게 기업가적 역량 훈련을 제공하는 I-Corp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년
이후 3개 프로그램에 총 6,700명 참여하고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이 이뤄지고 있음
- NSF는 국가적 필요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학술 연구자에게 기업가적 훈련을 제공하는 I-Corps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NIH･DOE도 I-Corps 프로그램을 운영
- I-Corps는 ‘기업가적 인력 훈련’, ‘기술 전환’, ‘경제적 효과’, ‘혁신 생태계 촉진’ 이라는 네 영역으로
나누어 ’19년~’20년(회계연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미국 I-Corps 프로그램은 초기 프로그램 운영 경험, 외부 환경 변화(COVID-19) 등을 반영하여
운영 방식을 변화시켜 I-Corps의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15년부터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창업교육을 지원하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
색 지원 사업(한국형 I-corps)’을 추진(’21년부터 2기 사업이 진행 중)
- 2기 사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기(’15년~20년) 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연한
운영 방식을 추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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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안보유망기술센터(CSET), 미국, 인공지능(AI) 교육･인력 정책 현황 진단 및 제언
□ 개요
○ 분석 대상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 ‘The U.S. AI Workforce Policy Recommendation’
○ 발표 연월 : ’21년 10월

□ 주요 결과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AI 인력에 대한 정의와 노동시장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AI 교육･인력 정책에 대한 목표와 권장사항을 제시
- (필요성) 기술의 중요도, 인재 범위, 교육 범위 등 기존 STEM 교육･인재 정책과 구분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AI 중심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인력 정책 필요
- (고려사항) 종합적인 “정책의 조정”은 정책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연방･주 정부의 공동노력을
동반한 정책적 조정이 필수
- (목표) ① 박사급 기술인력의 성장･육성･유입 촉진, ② AI 분야 대체경로 확보를 통한 다양한
AI 인재 공급 확대, ③ 전 국민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제공･촉진의 3가지를 제시
※ 단기(고용주 관점), 중･장기적(커리어 및 교육 수명주기 관점)에서 정책 프레임워크를 함께 제시

- (권장사항) 국가인공지능추진실 역할 강화, 고용주 세액공제 지원, AI 직업으로의 대체경로 활성화,
교육 및 장학금 투자 등 정책 목표와 프레임워크에 따라 9가지 사항을 제언
○ 정부는 AI 인력의 다양성 촉진, AI 직업으로의 대체경로 구축 등을 고려하고 AI 정책의 종합 조정을
통한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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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노동기구(ILO),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 전망 및 정책
□ 개요
○ 분석 대상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노동기구(ILO), ‘Renewable Energy and Jobs
- Annual Review 2021’
○ 발표 연월 : ’21년 10월

□ 주요 결과
○ ’15년 기후변화에 대응한 파리협정 채택 이후 전 세계의 국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이 ’50년에 약 4,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파리기후 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
- (고용 현황･전망) ’20년 신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은 약 1,200만명 수준이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50년에 약 4,300만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적자원 교육･훈련) 새로운 고용 창출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력 개발과 기존 인력의
리스킬링 및 업스킬링 필요
- (공정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 편익이 공평하게 공유 및 전환부담이 최소화되고, 에너지･경제구조･
사회 및 환경의 지속 가능성 사이
○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에 따라
에너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술인력 양성 정책 마련이 필요
- (기술인력 양성) 향후 10년간(’21~’30) 에너지 산업에 연평균 756명의 석･박사급 및 1,279명의
학사급 기술인력 수급 부족이 전망됨에 따라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필요
- (기존인력 전환 지원) 기존 에너지 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교육훈련,
경력개발 지원 등을 통한 기존산업 인력의 전환 배치가 요구됨
- (실업문제 최소화) 시간, 지역, 기술분야 측면에서 일자리의 파괴와 창출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환과정상의 실업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다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성평등, 소외계층, 청년층에 대한 고용･훈련기회 제공과 더불어
임금, 근로조건 등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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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탈리아 정부, 이탈리아의 AI 전략
□ 개요
○ 분석 대상 : 이탈리아 정부, ‘Strategic Programme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2-2024’
○ 발표 연월 : ’21년 11월

□ 주요 결과
○ 이탈리아의 AI 연구자들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R&D 투자 규모 및
관련 시장의 규모 등은 여전히 주변국 대비 부족한 상황
- (연구 커뮤니티) 이탈리아 AI 분야의 활발한 연구 커뮤니티 등을 통해 AI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절대적 지원 규모 및 특허 성과 등은 부족한 상황
- (지식 이전 센터) 이탈리아 내 국가･지역 수준의 산업 협회･기관 등에서의 지원을 통해 대학 및
연구노드 등을 연계하는 광범위한 지식 이전 센터 네트워크 구축
- (기술･솔루션 제공 기업) 이탈리아 AI 시장에서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총 260여개
수준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이 건강, 마케팅, 금융, 사이버보안 등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AI 솔루션
제공 및 지원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공공 내 활용 조직) 최근 이탈리아 민간 부문의 AI 시장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유럽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며, 공공 부문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활용 등 디지털 전환 수준은
유럽의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전략을 수립하여 6대 목표와 11대 우선 투자분야를
설정하고, 3대 전략 영역 및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
- (인재) AI 분야 인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재 유치 위한 노력 추진
- (연구) AI 분야의 첨단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 (적용) 공공행정 내 AI 도입 및 사회 경제 전반에 AI 응용 추진
○ 해외 주요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 대응과 함께 산업･ 경제
등 사회 전반에 AI의 도입･활용 및 AI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
-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뉴딜, 평생교육･훈련 혁신, DNA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 및 전략을 수립･추진
- AI 분야의 핵심 기술 선점 및 선도를 위한 R&D 투자를 기반으로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구하고 공공･민간에서의 AI 역량 강화를 유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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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과학기술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시행 지침
□ 개요
○ 분석 대상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GUIDANCE FOR IMPLEMENTING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33 (NSPM-33)’
○ 발표 연월 : ’22년 1월

□ 주요 결과
○ 미국 NSTC는 연방 정부 및 기관이 연구 보안 및 책임 강화, 투명성 준수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NSPM-33 시행 지침을 마련
- ① 정보 공개 요건 및 표준화: 공개 요구 사항, 공개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화
- ② 디지털 영구 식별자(DPI): 정보 공개 프로세스에 DPI를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
- ③ 공개 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 기관 및 연구 기관에 적절한 수준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공개 요건 위반 제재를 결정
- ④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기관이 위반 및 잠재적 위반에 관한 정보를 개인 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 ⑤ 연구 보안 프로그램: 연구 보안 프로그램 요구 사항, 연구 기관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 및 기관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방법을 제공
○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기술 탈취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연구개발
관련 안보 전략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지침을 수립할 필요
-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연구 수준과 개방성이 높아졌으나 연구 보안 인식 수준은 낮은 상황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본 국가 안보 전략에 관한 대통령 각서 33과 같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공개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인재 및 기술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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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과학기술인력정책 수립･기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적 정보지원시스템 부재
- 과학기술인력정책 수립･기획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계･정책정보가 분산되어 생산･유통되고 있어,
정보의 활용성 및 사용자 편의성이 부족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합 정보체계를 제공하고 정책입안자, 연구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정보 활용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

□ 추진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6조
∙ (6조1항)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이공계인력의 수급(需給)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5조1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종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이공계인력에 관한 종합정보유통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관리
3.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연계･협력
4.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시스템 보급
5. 그 밖에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추진 목표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증거기반 과학기술 인력정책 수립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과학기술인력 관련 계획 수립, 신규 사업 기획 및 사업 조정･연계･통합, 정책 현안에 대한 적시적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정책정보 제공
- 정부부처,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정책 고객들의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및 일반 국민대상
과기인재정책 관심도 제고를 위한 성과 활용･확산 추진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개선 및 추가기능 수요에 따른 웹사이트 개발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유지･보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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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구성

2) 추진 경과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17) 및 대국민 서비스(’18) 이후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운영 안정화를 추진
- 2012 ~ 2014

사전기획 연구(KISTEP(2012), STEPI(2014))

- 2015 ~ 2016.3.

종합정보시스템 구조 및 지표 체계 설계

※ 과학기술인력지표집 및 동향집 발간 등 종합정보시스템 콘텐츠 일부 생산

- 2016.4. ~ 2017.3.

종합정보시스템 상세 설계 및 구축

※ 과학기술인력 통계･정책 정보 등 콘텐츠 생산 및 시스템 탑재

- 2017.4. ~ 2018.5.

종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및 기능 개선, 사이트명 변경*

* 기존 ‘과학기술인재정책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적 정보제공 및 이용자 간 상호연결 등 플랫폼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으로 사이트명 변경
※ 정책동향, 언론동향 등 정보 상시 업데이트 체계 설계 및 구축

- 2018.6. ~ 현재 종합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실시 및 운영 안정화
- 2019.1. ~ 2019.3.

종합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추가기능 개발 및 운영 안정화

- 2019.4. ~ 2020.3.

종합정보시스템 웹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2019.11. ~ 2020.3.

종합정보시스템 콘텐츠 확산 기능 개발 및 운영 안정화

- 2020.4. ~ 2021.3.

종합정보시스템 웹페이지 유지･보수

- 2021.4. ~ 2022.3.

종합정보시스템 추가 기능 개발 및 뉴스레터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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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구성 및 시스템 사양
□ 홈페이지 구성 및 기능
○ (구성･기능) 홈페이지 메인은 통계, 정책, 동향, 자료, 알림 등 5개 메뉴로 구성
- (통계>전체통계, 주요통계)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국내외 약 400개 지표를 DB화*하고, 그 중
90여개 핵심지표는 7개 부문별** 맞춤형 그래프와 함께 제공
* 초･중･고, 대학, 대학원, 재직, 퇴직/기타 등 과학기술인재의 생애주기별 구분
** 과학기술인재 양성, 활용, 유출입, 여성･고경력, 연구개발인력, 국제, 수급 등 과학기술인재 이슈별 구분

- (정책>계획, 사업, 세부추진과제)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분야별, 부처별로
소개하고,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연계 세부추진과제 정보 제공
- (동향>단신동향, 동향브리프, 동향리포트) 과학기술인재정책과 관련된 국외 최신 정보를 단신동향,
동향브리프, 동향 리포트 형태로 제공
- (동향>보도자료동향, 언론동향) 과학기술인재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보도자료 동향 및 언론사 동향을
매일 업데이트하여 제공
- (자료>간행물) 이공계인력 실태조사 등 과학기술인력정책 관련 간행물 다운로드 제공
- (알림>공지사항, 소개, 서포터즈, RSS서비스)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새로운 소식과
우수 서포터즈 활동내역을 안내하고, 홈페이지 자료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RSS 서비스 제공
○ (활용) 다양한 기기 및 OS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UI･UX 구축
- PC, 모바일폰, 태블릿 등 이용자의 다양한 기기, OS 접속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홈페이지 접속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를 구축
※ 모바일 웹을 고려한 과학기술인력 통계정보 시각화 프로그램 구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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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PC)]

[메인페이지(모바일)]

[그림 3-3]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메인페이지
○ (관리)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보안을 위한 관리 페이지 구축
- 통계지표 관리시스템, 게시글 관리, 뉴스레터 발송 등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기능 구축
- 담당자별 메뉴 관리기능 차등 부여, 사전등록 IP에 한해 관리 페이지 접속 허용,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페이지와 개인정보 관리 페이지 분리 운영 등을 통한 보안 환경 구축

□ 시스템 사양
○ 종합정보시스템 H/W 및 S/W 구성
- 서버(HP DL 380 G9), 검색엔진(와이즈넛), 시각화 솔루션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및 S/W
보유 및 운용

<표 3-10> 종합정보시스템 H/W 및 S/W 구성
구 분
H/W

S/W

제품명
서버

HP DL 380 G9

검색 엔진

Search Formula-1 V5.3

시각화 프로그램

Riamore

DB 관리

Oracle Database Standard Edition 2

보안

WEEDS BlackBox Suite V2.0

○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서비스
- 홈페이지 이용자 분석, 통계데이터의 애니메이션 시각화 등을 위한 외부 유료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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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서비스
구 분
유료 구독서비스

제품명
이용자 분석

ACE Counter

애니메이션 시각화

Flourish

4)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만족도
□ 홈페이지 접근 용이성, 이용 편의성, 정보의 정확성/유용성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HPP)에 대한 만족 수준은 5점 평균 4.0점, 100점 평균 74.3점으로 조사됨
○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부정’응답 비율은 없으며, ‘긍정’비율은 79.2%(만족 61.4%+매우 만족 17.8%)으로
나타남

<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HPP) 홈페이지 전반적 만족도 >
(단위 : %)
평균 : 74.3점

긍정 : 79.2

부정 : 0.0

61.4

20.8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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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실적
가)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의 대내외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 (기본계획 페이지 개설) ’21.2월 확정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연도별 세부추진과제 정보 제공페이지 개설
○ 홈페이지 이용자가 연도별, 추진주체(중앙정부, 지자체), 전략별로 세부추진과제 조회가 가능하며
세부추진과제별로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자료 제공
4차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페이지

세부추진과제별 제공 자료

[그림 3-4] 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페이지 및 제공자료

□ (모션차트 개발) 과학기술인재 관련 국가별 시계열 통계 데이터를 애니메이션화하여 제공하는 모션차트
기능 개발
○ 웹사이트 메인페이지에 4종의 모션차트, 통계메뉴의 모션차트 페이지에 6종의 모션차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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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페이지

통계 메뉴 내 모션차트 페이지

[그림 3-5]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내 모션차트 서비스
□ (정책동향 수집기능 개발)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기재부 등 과학기술인재 관련
부처의 보도자료를 수집･제공하는 보도자료 동향 기능 개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제공하는 부처별 보도자료를 RSS 기능 기반으로 자동 수집하고,
그 중 과학기술인재 관련 보도자료만을 선별하여 매일 제공
보도자료 동향 서비스 페이지

부처별 보도자료 수집 페이지 (관리 페이지 內)

[그림 3-6]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내 보도자료 동향 서비스
□ (개인정보 보안 강화) 개인정보접속기록 생성･수집, 개인정보 취급자의 모든 개인정보 취급 이력 상시
모니터링, 개인정보 오남용 등 부정 사용에 대한 감시･적발 등을 위한 보안 SW 도입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1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8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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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에서 도입한 개인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안 관리
개인정보 보안SW 구매계획

보안SW 라이선스 증서

[그림 3-7]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안 SW 도입
나)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운영
□ (통계) 과학기술인력 통계･지표 발굴 및 최신화
○ (주요지표) 과학기술인재 양성, 활용, 유출입, 여성･고경력, 연구개발인력, 국제, 수급 등 7개 주요
이슈별로 90여개의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이용자 맞춤형 그래프와 함께 제공
○ (통계) 생애주기, 분석내용, 출처별 400여개 과학기술인재 통계지표를 제공하고 상시 업데이트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지속적 최신화 추진
○ (인포그래픽) 일반 관심 주제에 대한 핵심 지표를 시각화(7종)하여 슬라이드 팝업을 통해 제공

[그림 3-8]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제공 통계 인포그래픽
○ (정책)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정보 조사 및 분석
- (계획)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부 계획･방안의 주요정보 상시 업데이트 및 제공*
*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부 계획 및 단기 방안 등 총 87건 제공 (’22.3월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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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과학기술인력 관련 연도별 정부 예산사업 조사･분석 및 관련 주요정보 제공*
* 2021년도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부 예산사업 총 179개 분석 및 제공

- (세부추진과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의 연도별 세부추진과제* 제공
* 2021년도 세부추진과제별 정책자료 중앙정부 198개, 지방정부 100개 제공

○ (동향) 과학기술인력 관련 동향정보 분석･정리
- (단신동향) 과학기술인재 관련 주요국 정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단신형태로 제공*
*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국제기구 등 주요국의 과학기술인재 관련 동향 266건 조사･제공 (’22.3월초 기준)

- (동향리포트/브리프)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주요국 정책자료의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여 리포트
및 브리프 보고서로 제공*
* ('21) 과학기술인재정책 동향브리프 25건, 동향리포트 12건 발간 (’22.3월초 기준)

- (언론동향)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주요 국내 뉴스를 일자별･분야별로 스크랩 제공*
* 국내 언론사 대상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기사 1,984여건 제공 (’22.3월초 기준)

- (보도자료 동향) 국내 정부부처에서 배포하고 있는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보도자료 제공*
* 과기정통･교육･산업･고용･중기･기재부 등 정부부처 보도자료 687건 제공 (’22.3월초 기준)

<표 3-12> 과학기술인력 동향브리프 발간물 리스트(’21.4.~’22.3.)
호수

국가

2021-04호 유럽연합(EU)

제목

출처

유럽 녹색 일자리 질적수준 분석 주요결과

유럽집행위원회(EC)

2021-05호

일본

일본 IT 인재 동향

경제산업성(METI)

2021-06호

국제기구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계 연구인력에 대한 도전과제 및 새로운 수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1-07호

일본

일본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정책 방향

문부과학성((MEXT)

2021-08호

미국

미국 연구 보안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안보유망기술센터(CSET)

2021-09호

일본

일본 이공계 박사인력의 산업계 진출 확대 방안

경제산업성(METI)

2021-10호

미국

미국 과학･공학･보건 분야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 현황 분석

국립과학통계센터(NCSES)

EU 에라스무스+('21~'27) 프로그램 추진 방향

유럽집행위원회(EC)

2021-11호 유럽연합(EU)
2021-12호

일본

교육･연구 기능 고도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방향성

문부과학성(MEXT)

2021-13호

중국

중국 국가 중점 R&D 계획 추진 방향 - 청년 과학자 지원 및 개방형
경쟁 확대 중심으로

과학기술부(MOST)

2021-14호

미국

미국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의 인재 유치 방안

맥킨지(McKinsey & Company)

2021-15호

중국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과학기술부(MOST)

2021-16호

일본

일본의 이공계 인재 및 대학 관련 정책 추진현황

문부과학성(MEXT)

2021-17호

미국

미국 임시비자 소지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학위 후
미국 체류･고용 현황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

2021-18호

국제기구

연구와 고등교육에서의 디지털화 방향 -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 회복을 위한 연구･고등교육에서의 디지털 활용

G20

2021-19호

일본

일본의 연구개발자 연구성과와 중학교 수･과학 학습 관계 분석

경제산업연구소(RI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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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국가

제목

출처

2021-20호

미국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현황

국립과학재단(NSF)

2021-21호

미국

미국, 양자정보과학 분야 해외 인재의 중요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2021-22호

미국

디지털 인재 현황 분석 및 전망

엠시 버닝글라스, 제너럴
어셈블리

2021-23호

일본

일본 및 북미지역 연구직 채용공고 비교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

2021-24호

미국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 정책 제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2022-01호

미국

미국 내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

2022-02호

싱가포르

미래 경제를 위한 주요 스킬 수요: 싱가포르의 성장 영역을 중심으로

스킬스퓨쳐(SkillsFuture)

2022-03호

미국

기술인력의 확장 및 변화

딜로이트(Deloitte)

2022-04호

일본

일본의 대학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실행방안

경제산업성(METI)

<표 3-13> 과학기술인력 동향리포트 발간물 리스트(’21.4.~’22.3.)
호수

국가

제목

출처

2021-04호

미국

미국의 인공지능(AI) 인력 현황 분석

안보유망기술센터(CSET)

2021-05호

미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하이브리드 대학

딜로이트(Deloitte)

2021-06호

국제기구

업무 스킬에 대한 공통 분류 체계 구축

세계경제포럼(WEF)

2021-07호

미국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의 미래

보스턴컨설팅그룹(BCG)

2021-08호

국제기구

더 스마트한 발전을 위한 과학 변화 동향

유네스코(UNESCO)

2021-09호

국제기구

신진 연구자의 경력 불안정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21-10호

미국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기본능력요소(DELTAs) 제안 및
활용방안

맥킨지(McKinsey &
Company)

2021-11호

미국

미국 I-Corps 프로그램의 최근(’19~’20) 성과

국립과학재단(NSF)

2021-12호

미국

미국, 인공지능(AI) 교육･인력 정책 현황 진단 및 제언

안보유망기술센터(CSET)

2021-13호

국제기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 전망 및 정책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노동기구(ILO)

2022-01호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AI 전략

이탈리아 정부

2022-02호

미국

과학기술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시행 지침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다)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성과 활용･확산
□ (뉴스레터 서비스) 매월 최신 과학기술인재 관련 통계, 정책,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 개시
○ ’21.8월부터 매월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뉴스레터 구독자 및 KISTEP 정책고객 등
약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뉴스레터 제작･송부
* 정부부처, 국회, 언론, 산학연 연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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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홍보 및 구독자 확보를 위한 뉴스레터 구독 이벤트를 추진하여
’22.3월초 기준 약 650명의 뉴스레터 구독자 확보
HPP 뉴스레터

HPP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서비스 홍보

[그림 3-9]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 뉴스레터 및 홍보 이미지
□ (서포터즈 운영)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의 인지도 향상 및 과학기술인재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대학생･일반인 대상 서포터즈 운영
○ (역할)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최신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기사,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본인의 SNS를 통해 확산하는 활동 수행
※ 종합시스템 대국민서비스(’18.6.) 이후 제1기(’18.8.~’19.1.)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제7기(’21.10.~’22.3.) 활동 중

○ (활동내역) 제6기 서포터즈(’21.4~9.)는 12명의 개인･팀이 선발되어 248건의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제7기 서포터즈(’21.10~’22.3.)는 12명의 개인이 선발되어 ’22.2월까지 176건의 콘텐츠를 제작･확산
- 제7기 서포터즈부터는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외에도
과학기술인재 관련 국내외 행사(온･오프라인)를 취재 및 기사로 작성하는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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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P 정책자료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콘텐츠 (6기)

과학기술인재 관련 행사 취재 기사 (7기)

[그림 3-10]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서포터즈 제작 콘텐츠
○ (활동지원) ’21년에는 기존의 서포터즈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발대식･해단식
개최, 우수 서포터즈 선발, 교육 제공 등을 수행함으로써 서포터즈의 활동 지원 및 의욕을 고취
- 서포터즈의 활동 안내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활동 교육 및 관련 질의응답 수행
서포터즈 활동 가이드라인

서포터즈 활동 안내자료

서포터즈 발대식 시 활동 안내

[그림 3-11]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서포터즈 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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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터즈 활동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인력정책 개요 안내 및 과학기사 글쓰기 교육을 제공하고,
향후 우리나라 미래인재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진로설정* 등의 강연 제공
* MBC 임현주 아나운서를 초빙하여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
과학기술인력정책 개요 교육

과학기사 글쓰기 교육

진로 관련 강연

[그림 3-12]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서포터즈 교육
- 서포터즈 활동 의욕 고취를 위해 서포터즈 위촉장 및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KISTEP
기관장 상장 및 상금 수여
서포터즈 위촉

서포터즈 활동 우수상

서포터즈 우수상* 및 위촉장 수여

* 7기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6기 우수 서포터즈 시상
[그림 3-13]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서포터즈 임명 및 시상

라)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웹페이지, DB,
검색솔루션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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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내용
구분

업체명

내용

웹사이트

㈜누림소프트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의 지속 안정적 서비스 유지관리
-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전문인력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상시대응, 시스템 관련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제공
- 시스템(응용 및 상용 프로그램) 오류사항 발생 프로그램(소스) 수정 및 재설치
-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시 조치 및 서버 주기적 백업 실시 등
- 유관기관 혹은 정부시책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요청 대응(시스템 수정, DDoS 공격대응 점검) 등

검색솔루션

㈜와이즈넛

- 반기별 정기점검 및 검색서비스 장애 상시대응
- 월-금 업무시간 내 유지･보수 지원 및 야간(18-00시) 원격지원
- 전문 엔지니어의 전담배치 및 담당자 교육･기술자문 제공

㈜DB와이즈

- 매월 정기점검 및 DB performance Tuning을 지원*
* ’21.4월~’22.3월, 매월말 정기점검 및 웹취약점 보완 작업 총 12회 수행예정
- 유지･보수 지원 : 24시간 × 365일(24시간 연중무휴 무중단 서비스)
- 전문 엔지니어의 전담배치를 통해 교육 및 기술자문 제공

DB

□ (이용자 분석)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분석을 위해 ’21.11월 Ace Counter 서비스를
구매하였으며, 향후 축적된 이용자 접속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을 수행할 계획임
<표 3-15>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접속현황(’18.6.계속)
구분

’18.6월~
11월
(6개월)

’18.12월~
’19.5월
(6개월)

’19.6월~’
19.11월
(6개월)

’19.12월~
’20.5월
(6개월)

’20.6월~
’20.11월
(6개월)

’20.12월~
’21.5월
(6개월)

’21.6월~
’21.11월
(6개월)

’21.12월~
’22.2월
(3개월)

접속통계(회)

3,865

4,642

5,646

8,114*

16,094*

6,091**

7,738

3,471

* 코로나19 관련 정책자료 검색 유입으로 이용자가 특정기간에 급증
** ’20.10월 접속통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중복카운트 최소화를 추진하여 이전 산정기간 대비 이용자가 감소
※ HPP 홈페이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측정한 접속자 현황이며, 신규 페이지로 해당 웹페이지를 접속하는 횟수를 카운트 함(접속
후 서비스페이지를 탐색은 카운트하지 않음)

<표 3-16>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방문 유입 분석 (’21.11.~’22.3, AceCounter)
방문유입 경로 현황

검색엔진 유입 현황

검색엔진

46.21%

Google USA

77.64%

내부유입

22.91%

구글코리아

15.61%

직접유입

16.89%

다음

6.28%

외부도메인(검색엔진제외)

10.73%

네이버

0.17%

블로그

3.09%

Google HongKong

0.09%

기타

0.08%

기타

0.22%

- 246 -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제1절 결과 요약
제2절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제4절 향후 과제

- 247 -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제1절 결과 요약
1.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1)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가. 2021년 추진실적 점검
□ (대상사업) 제4차 기본계획의 4대전략 및 14개 중점추진과제 관련

309개 세부과제 ( ※ 중앙행정기관

206개, 지방자치단체 103개 과제)
□ (추진기관) 1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 과기정통부 109개(53%), 교육부 33개(16%), 산업부 13개(6%), 고용부 12개(6%), 중기부 10개(5%),
복지부 9개(4%) 등 과제 추진

□ (’21년 예산) 총 5조 1,359억원 투자(중앙행정기관 5조 852억원, 지방자치단체 507억원)
<표 4-1> 4대 전략별 투자액 분석
구분

중앙
부처
(투자액/
과제수)

지자체*
(투자액/
과제수)

합계

유형

미래인재양성

청년･연구자 성장

과학기술인
지속활약
기반구축

계속

4,869억원(43개)

3조 3,669억원
(64개)

3,891억원(35개)

1,792억원(36개)

4조4,221억원
(178개)

신규

2,005억원(9개)

100억원(3개)

981억원(6개)

14억원(3개)

3,100억원
(21개)

종료

3,489억원(4개)

-

-

42억원(3개)

3,532억원
(7개)

소계

1조 364억원
(56개)

3조 3,769억원
(67개)

4,872억원
(41개)

1,848억원
(42개)

5조 852억원
(206개)

계속

139억원(30개)

82억원(12개)

23억원(12개)

175억원(23개)

419억원(77개)

신규

-

-

-

-

-

종료

75억원(16개)

10억원(5개)

4억원(4개)

(1개, 예산미반영)

88억원 (26개)

소계

214억원(46개)

92억원(17개)

27억원(16개)

175억원 (24개)

507억원 (103개)

1조 578억원
(102개)

3조 3,861억원
(84개)

4,899억원
(57개)

2,022억원
(66개)

5조 1,359억원
(309개)

* 중앙정부 매칭과제는 지자체의 순 투자액(지방비)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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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 (전략별) 전략1미래인재양성 1.1조원(21%), 전략2청년･연구자 성장 3.4조원(66%), 전략3과학기술
인활약 기반구축 0.5조원(10%), 전략4인재생태계 강화 0.2조원(4%) 투자
○ (기관별) 과기정통부 2.8조원(54%), 교육부 1.4조원(28%), 고용부 0.3조원(7%) 산업부 0.2조원(4%)
순으로 투자
○ (유형별) 연구개발 2.3조원(44%), 교육훈련･연수 0.8조원(16%), 정보인프라 0.8조원(15%) 등에 투자

□ (계획대비 실적) 성과점검 대상 과제의 86%(254개)가 성과목표 달성
○ 총 294개 세부과제* 중 254개(86%)가 성과목표 달성, 40개(14%) 과제는 미달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의 사유로 성과 달성률

80% 미만인 과제(8개)는

개선사항 마련 등 후속조치･모니터링 추진

<표 4-2> 전략별 추진성과 현황(’21년)
실적달성률

100%

100%미만∼80%

80% 미만

합계

합계

254

32

8

294*

* 전체 309개 세부과제 중 ’22년 신규, 예산 미반영, 실적집계 미완료 과제(15개)를 제외한 294개를 대상으로 성과점검 실시

다. 2021년 시행계획(안)
□ (대상과제) ‘제4차 기본계획’ 4대 전략 및 14개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22년도에 추진하는 280개(중앙
202개, 지자체 78개) 세부과제*
* ’21년 기준 309개 세부과제 중 ’21년 종료과제 33개 제외 및 ’22년 신규 세부과제 4개 추가

□ 제4차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22년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280개 세부과제를 통해 총 8조 843억원*을
투자할 계획
* 중앙부처 8조 421억원, 지자체 419억원
※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지자체 세부과제의 경우, 지자체 순 투자액만 합산

○ 청년･연구자 성장(3조 7,148억원, 46%), 미래인재 양성(3조 4,285억원, 42%), 과학기술인 지속
활약기반(7,309억원, 9%), 인재생태계 조성(2,101억원, 3%) 지원 순으로 투자할 계획

<표 4-3> 4대 전략별 ’22년 투자계획 분석
전략분야

① 미래인재

② 청년･연구자

③ 활약기반

④ 인재생태계

합계

중앙부처
(투자액
/과제수)

34,155억원
(52개)

37,058억원
(67개)

7,289억원
(43개)

1,922억원
(40개)

80,424억원
(202개)

지자체
(투자액
/과제수)

131억원
(30개)

89억원
(12개)

21억원
(13개)

179억원
(23개)

419억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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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분야

① 미래인재

② 청년･연구자

③ 활약기반

④ 인재생태계

합계

합계

34,285억원
(82개)

37,148억원
(79개)

7,309억원
(56개)

2,101억원
(63개)

80,843억원
(280개)

□ 2022년도 중점 추진방향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대전환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

∙ 미래변화대응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 과학기술인재 규모 지속 유지･확대
∙ 인재유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청년연구자 성장 환경
조성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초･중등 수･과학 및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

∙ 학교안･밖 지능형 과학실 구축 및 연계
∙ 초중고 무선망 구축 및 AI교육활동 모델 발굴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발굴 및 유입 촉진

∙ 과학영재 연구역량 함양 및 AI 교육체계 마련
∙ 흥미 유발을 위한 심화형 프로그램 신규 운영

이공계 대학생의
변화대응역량 강화

∙ 이공계 대학 혁신 제도개선･과제 발굴
∙ 교육과정 공유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강화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기반 구축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 대학원 중심 학사제도 구축 및 안정적 지원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지원 강화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양성
중
점
추
진
과
제

과학기술인 활약기반
확충

과학기술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
현장 수요 기반
디지털･전문 역량 제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진출 활성화 체계 마련
고경력･핵심 과학기술인
역량 활용 고도화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활성화

∙ 신진 박사인력 연구역량 강화 지원 확대
∙ 연구자 중심 기초･난제 연구지원 확대
∙ AI･SW분야 고급 연구인력 양성･지원 강화
∙ 신산업분야 혁신인재 지원 강화
∙ 과학기술인 전문학습 포털 구축
∙ 온라인 교육 및 재직자 전환교육 확대
∙ 수요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혁신인재 양성
∙ 기존산업-AI 융합인재 양성 지원
∙ 여성과기인의 성장･진출･복귀 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인력 지원 강화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다양한 활동 지원
∙ 퇴직 예정 과학기술인의 경력설계･체계적 관리
∙ 해외 우수연구자의 유치 및 제도적 지원 강화
∙ 해외 우수기관･인재와의 네트워크 고도화

산학연 간 인재 유동성 확대

∙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현장지원
∙ 대학 내 산학연 혁신허브 구축 및 생태계 조성

과학과 사회 간 소통 강화

∙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및 전문 과학관 건립
∙ 연구윤리 포털운영 강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

이공계 법･제도 인프라 선진화

∙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통계 기반 고도화
∙ ‘과학기술정책 대학원’ 과정 운영･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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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18~’22) ’21년 실적 및 ’22년 계획
’21년
구분

(1)
신규
인재

과제명

’22년

목표(수정)
(명)

실적
(명)

목표
(명)

데이터전문인력양성

764

809

815

K-Shield 주니어

350

358

350

디지털콘텐츠 인력양성

1,400

1,641

1,000

혁신성장청년인재 집중양성

1,700

1,917

-

스마트수산 전문인력 양성

38

38

41

SW마에스트로

150

150

250

차세대 보안리더

190

196

190

인공지능핵심고급인재양성

150

150

210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160

174

60

혁신성장 글로벌 인재양성

114

117

100

에너지신산업 글로벌인재 양성

16

40

40

바이오메디컬 글로벌인재 양성

130

164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500

550

500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5

11

15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200

208

200

핀테크산업활성화기반조성

360

504

500

에너지인력양성

700

1,589

2,107

스마트시티 인력양성

360

672

360

비고

사업 종료(’21)

스마트공장운영설계전문인력 양성
산업용무인비행장치전문인력양성사업

760

881

850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

220

268

250

제약산업특성화 대학원 지원

90

141

90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180

222

180

융합형의사과학자양성

160

160

195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70

80

80

7,000

9,178

7,500

200

1,052

1,000

미래형자동차R&D 전문인력양성사업
신산업 대학원 지원

스마트공장 배움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을 통한 재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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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구분

(2)
기존
인재

과제명

’22년

목표(수정)
(명)

실적
(명)

목표
(명)

SW중심대학

5,000

9,733

5,000

이공계전문기술연수(학사)

1,100

1,100

1,200

이공계전문기술연수(석박사)

200

250

285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

150

150

165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313

370

313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 지원

380

518

650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174

258

116

SW여성인재 수급활성화

80

95

80

고경력 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

64

85

83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KRF, BP)

60

153

110

출연연 4차인재 양성

-

-

-

23,488

33,982

24,885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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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
가. 추진배경
□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신기술 중심 이공 분야 인재 양성
및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R&D 투자확대, 기업의 이공계 선호 등으로 이공계 대학은 과거 대비 성장했으나, 급변하는 미래
대응 혁신 역량은 아직 부족

□ 대학이 인재교육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혁신의 주체로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공계 대학 질적 혁신 필요

나. 이공계 대학에 대한 그간의 평가
□ (성과) 이공계 대학에 대한 정부 R&D 및 재정지원 지속 확대* 등으로 대학의 경쟁력 및 연구성과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
* 정부 R&D 규모 : (’16) 4.3조원(22.5%) → (’20) 5.8조원(24.1%)
이공 학술 연구지원 예산 : (’17) 3,875억원 → (’21) 5,577억원 (연평균 11% 증가)
이공계 학사 재적학생 수 및
박사 졸업자 수(KEDI)

세계 상위 1% 고피인용 논문 수 및 세계
대학 해외특허 출원･등록 수 (연구재단)
점유율 (KISTEP)

□ (한계) 학생의 역량과 산업계 요구수준 간 차이로 인해 인재양성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연구지원 체계 혁신 부족
○ 대학, 학부 단위 특화 분야의 연구역량 축적 부족, 산학협력 수준 또한 여전히 국제 수준 대비
낮은 평가

□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 더해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에도 대학이 경제･사회 혁신의 주체로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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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표 및 추진과제
목표

미래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할 이공계 대학 혁신

추진
방향

교육･연구 혁신을 통한 이공계 대학 경쟁력 강화
교육혁신

추진 과제

▪학생 필요 역량 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
▪미래 변화대응능력 향상 지원
▪대학의 교육 운영 자율성 확대

연구경쟁력
▪대학 중심 연구 생태계 조성
▪우수 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
▪연구몰입환경 조성

산학협력
▪산학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
▪부처-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지원 체계
▪ 대학 인력양성 성과관리체계 마련 및 통계 기반 강화
▪ 부처, 민-관, 민-민간 소통 협업체계 운영

라. 중점 추진과제
① 수요자 중심 교육 혁신
□ 학생 필요 역량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 수･과학･정보 등 기초교육 강화
- (수준별 맞춤학습) 단계적 학습성취가 필수인 화학, 통계 등 이공계 기초과목에 대해 AI 등을
기반으로 학생 수준별 맞춤학습 지원
- (정보교육 확대) 인문･사회 등 비전공자 대상 SW 융합교육 및 전교생 SW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SW중심대학을 단계적으로 확대*
* SW중심대학 확대 : ’21년 41개 → ’25년 64개

○ 창의･융합교육을 통한 미래 변화대응 능력 향상
- (우수교육 혁신 지원) 학생 선택권 보장위해 유연한 학사모델을 선도하는 미래 융복합 혁신인재
양성대학((가칭) H.E.A.D.대학)을 선정･지원
- (융합교육･연구 강화) 교육 단계부터 이공, 인문학 등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융합교육･연구
위원회를 운영하여 융합인재 양성 추진
○ 산업 수요 및 학생 진로를 반영한 현장중심 교육 활성화
- (대학생 진로 및 취창업 지원) WE-Meet* 프로젝트를 통한 현장 직무역량 제고 및 취업기회 확대와
개인별 진로･취업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 개통(’22~)
※ 교육부(혁신공유대학)-대한상공회의소 협력형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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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중심 교육) 현장 문제해결 역량 교육 및 AI･SW 등 디지털 신기술 전문교육* 확대 등 산업계에서
필요한 역량 중심 교육 강화
* 현장연계 미래선도 인재양성 사업, 캠퍼스 SW 아카데미, NW형 캠퍼스 SW아카데미 등

□ 대학의 우수교원 양성 및 운영 자율성 확대
○ (교원 평가제도 개선) 다양한 업적평가를 위한 복수적 성과체계 설계 권장 및 업적 분야별 평가트랙
다양화
○ (첨단학과 정원 확대) AI･바이오헬스 등 첨단학과에 대하여 결손인원, 편입학 여석을 활용한 정원
확대 및 제도 유연화(’21~)
○ (첨단분야 공동학과 운영) 개별 대학이 보유한 정원 및 교원･시설 등을 공유하여 하나의 첨단분야
공동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일부개정(’21.3.19.)

② 연구경쟁력 강화
□ 대학의 연구경쟁력 지원 강화
○ (대학단위 R&D 지원) 기존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 유지하면서도 대학기관 단위로 연구력이
축적될 수 있는 대학 단위의 R&D 지원 추진
○ (학문분야별 맞춤 지원) 연구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학회 등 중심) 분야별 연구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지원 체계 확립*
* (’20년) 수학 → (’21년)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 기초의학 → (‘22년) 全 분야 확대

○ (대학부설연구소 내실화)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 세부현황조사 실시 및 대학이 연구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예)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중(’21.12.~)

○ (지역 연구역량 강화)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대학*, 지역연구자**, 지역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의 연구협력대상을 다양화하여 연구지원 확대
** 지역대학 전임･비전임교원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사업’ 추진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은 과제수의 30%, ‘박사후국내외연수사업’은 과제수의 50%를 지역대학에 배분

□ 우수 연구자 연구기회 확대
○ (대학 및 학문간 공동연구) 기초연구실 확대, 중규모 연구그룹육성, 인문사회 융합연구 운영 등을
통한 공동연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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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전문사관 확대) 현행 과학기술전문사관 선발 범위를 학부생에서 석사 입학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 협의 추진
○ (안정적 연구) 육아휴직 등에 의한 연구기간 연장 시 학생인건비, 랩실 운영비 등 기본경비를 추가
지원하여 일･가정 연구문화 조성

□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권익보호) 학생인건비 기준 현실화 검토 및 이공계 석･박사 장학금 지원 사업 신규 기획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연구실 안전) 안전한 대학 연구실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지원 확대 및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간접비 계상 근거 마련(’21.下)

③ 산학협력 활성화
○ (LINC 3.0) 첨단분야 중심 산업수요 인재양성, 기업 밀착 지원, 대학 내 산학연협력 조직 재구조화 등
대학별 맞춤형 산학연협력 지원(’22~’27, 134교)
○ (기업 맞춤형 교육) 계약학과 및 석･박사 계약학과를 활성화 하고, 실제 기업담당자를 겸임교수
등으로 초빙하여 수업의 전문성 강화
○ (기반 강화) 산학협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일리지를 개선(’21.하)하고 및 산학협력단의 조직･기능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22)
○ (지역산업연계 강화) 지역 과학기술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STAR-Academy」운영(’22∼)
및 4대 과기원 중심 지역산업 지원

④ 대학 혁신 지원 기반 마련
○ (인력양성 성과관리)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R&D*의 이공계 인력양성 효과를 시스템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분석 지표 신설 및 성과물 관리체계 마련
*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하는 R&D사업별 10대 성과물(논문, 특허 등) 중 하나로 관리

○ (통계 고도화) 이공계 대학원 교육･연구현황을 심층 조사하는 총조사 실시*, 고등교육 기본통계
고도화 및 유관 통계** 간 연계
* 이공계 석박사 경력경로 및 초기경력 추적조사 실시(’21~)
** 고등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 등

○ (민관 소통･협업체계 구축) 교육부-과기정통부 등 미래산업에 대응한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및
이공계 네트워크와 정부 간 민관 소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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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공계지원 특별법 후속연구
□ 추진배경
○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 속에 기술주권 확보와 인구감소에 획기적 대응기반 마련을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이 필요
- 이공계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과학기술혁신을 이끌어온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법 제정된 이래 단 3차례만 일부개정*이 되었고, 대부분 타법의 개정에 의해 추진
* ① (’06.12.08) KAIST, 광주과기원 추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과기정통부장관 신고 / ② (’11.06.07) 연구장려금의
환수 조항(제9조의 2) 신설 / ③ (’17.12.19) 대구경북과기원, 울산과기원을 포함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이나 우수한 인재양성기관에 대한
탄력적 보상･지원 어려움 등의 한계가 존재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 육성･활용 및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해 현행법*상 불비사항 보완/구체화 추진(총 9개 조문 신설 및 개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04.3월~) / 총 4장 전체 24개 조문 구성

□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6조 및 제7조 개정, 제6조의2 신설)
- 정부 내 이공계인력 관련 데이터베이스간 연계 구축･운영 및 고용･경력경로 파악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관리 근거 신설
○ 연구중심대학 특례 법률 상향 조정 (제11조의2 신설)
-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된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안환경
변화**를 고려해 법률로 상향 조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별도 인건비/간접비 계상기준 적용 가능
** 당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상향 제정

○ 이공계인력의 병역 지원 정책 (제15조의2 신설)
- 이공계인력의 자질향상과 끊김 없는 연구활동 보장(병역-교육-연구-취업 연계)을 위한 정책 근거
신설
○ 고경력 및 해외인재 활용･유치 정책(제17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상 재교육, 일자리 지원 등 활동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 해외 우수인력 유치 정책(연구지원금, 비자, 세제혜택 등) 추진을 위한 근거 신설
○ 전략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육성 정책 (제2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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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전략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외 인력 수급동향 조사, 기술훈련 등 이공계인력 육성･보호
시책 추진 근거 신설
○ 특별법적 지위 명시화(제26조 신설)
- 旣 특별법 지위에 있으나, ‘이공계인력 양성･활용･지원’에 있어, 타 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조문 신설

4) 국가 핵심기술인력 육성･보호 방안 수립 연구
□ 추진 배경
○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공동연구 및 해외 연구자금 유입 확대 등에 따른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로
기술탈취 가능성 대두
※ 지난 2년간 국가핵심기술 포함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유출사례는 총 40건이며, 중국 유출
건이 전체의 70%를 차지(국가정보원, 2018)
※ KAIST 이모 교수가 중국파견 중 자율주행기술(국가핵심기술) 유출혐의로 구속기소(’20.9.14) 후 형사재판 진행중

○ 대학･연구소 등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국제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자
보호 기반 마련 필요

□ 관련 법･제도 현황
○ 현재 국제교류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하는 법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
업기술유출방지법)’, ‘대외무역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등이 존재
-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대외무역법은 국가안보 등을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기술 포함)에 대한 고시,
판정 및 수출입 절차를 규정
- 혁신법(제21조)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과제를 분류･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 및 「대외무역법의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등을 보안과제로 포함하는 내용을 포괄

□ 한계 및 문제점
○ (불명확한 관리대상) 혁신법 상 보안과제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는 대상 기술의 범위가 다소 모호(혁신법
시행령 제45조)
- 혁신법에서 보안과제로 정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이나 ‘미래핵심
기술’에 대한 세부 정의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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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과제 관련 기술･제품 목록을 지정･고시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수출규제품목(전략물자) 등은
너무 방대한 범위를 포괄
※ 국가핵심기술 대상기술 목록 등은 제품 중심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정의되기에 대학･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의 분류체계로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 (느슨한 관리체계) 대학 등 연구기관의 보안과제에 대한 이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연구자들의
보안 관련 인식 또한 부족
- 혁신법 시행 이후에도 대학 등의 연구보안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일부
내용은 혁신법과 어긋나 있음**
* 주요 대학의 연구보안 관련 규정은 혁신법 시행(’21년) 이전 공동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
** 혁신법에서는 보안과제 분류를 ‘중앙행정기관장’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학의 규정･지침에는
‘연구책임자’가 보안과제를 분류하는 것으로 명시

- 연구자의 상당수는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보안 관련 세부 법･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강화에 부정적*
* “국가 차원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보다는 기술교류 위축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출연(연)･대학 소속 연구자 간담회, ’21.4월)”

□ 정책 방향
○ (규정･관리)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및 연구보안 관리체계 개편
- 국가핵심기술 등 보안과제 관련 기술 목록의 체계를 산업계 이외 대학･출연(연) 등 연구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체화･세분화 추진
- ‘혁신법’에 근거한 ’보안과제‘에 대한 분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의 관련 규정･지침
등에 반영 추진
※ 국가 차원의 보안과제 등급 지정･관리 체계 구축, 연구 보안을 위반하는 연구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 제재
방안 마련 등

○ (소통･교육) 규제보다는 교육, 컨설팅 등 연구문화 개선 조치 실시
-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사전 예방 및 연구보안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연구보안 교육
프로그램* 및 지침서** 개발･제공
* 연구의 투명성 확보, 이해충돌 예방, 국제교류 활동 시 참고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
**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현장에서 상시 참고･활용 가능하도록 제작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핵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세부 보안지침* 개발 및 정기적인 교육･안내
추진
* 수행과제에 대한 정보공개 제출항목, 국제 교류활동 시 유의사항, 외국인 연구자 참여 제약 등

- 보안과제 수행, 국제 연구 교류 활동 등에 있어서 기술 보안에 대한 인증* 및 성과 관리**를 지원하는
상설 전담조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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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검증((가칭) ‘보안 허가증’ 제도 신설 등), 국제 교류 활동 시 기술 보안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
** 기술자산의 IP화, 기술보호 컨설팅 등

○ (개방･투명) 정보 공개 및 관리를 통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연구자금 수수를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연구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
* 연구계획서 신청시 외국과의 공동연구 이력 등 정보공개를 필수화 등

- 전체 대학･출연(연) 대상 국제교류활동 및 연구보안･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기획 및 실시
※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관리체계(관리조직, 관리형태 등), 외국과의 계약･파트너십, 외국인 연구자 R&D과제
참여 현황, 기관별 보안과제 보유･관리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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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1)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체계 운영 및 콘텐츠 생산
가. 이공계인력 지표
□ 증거기반의 과학기술인력정책 수립 및 기획 지원을 위해 국내외 과학기술인력 지표 수집･분석
○ 이공계인력지표 체계는 단계(대상), 내용, 범위로 구성
○ 분석 단계(대상)는 사람의 전 생애주기에 맞춰 초･중･고, 대학, 대학원, 재직 및 퇴직으로 분류
○ 분석 내용은 크게 각 생애주기 또는 단계별 대상자의 양적 규모(quantity) 지표와 자질,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quality) 지표, 교육 환경 및 노동(연구) 환경과 관련된 환경(infrastructure)
지표로 구분
○ 분석 범위는 국내와 국제로 구분하며, 국제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7개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4개국)

□ 이공계 인력 관련 통계 및 지표는 국내외 자료원을 통해 수집, 분석 및 가공 과정을 통해 선별
○ 국내 이공계인력지표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KISTEP,
WISET 등 기관이 통계 및 자료원을 기반으로 선별
○ 국외의 이공계인력지표는 OECD, IMD, WEF, 미국 NSF, 일본 NISTEP 등 9개 기관에서 산출한
통계 및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선별

□ 이공계인력 지표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주기적 지표 개선 및 신규 지표 발굴 추진
○ 구축된 공급지표의 적합성, 적절성, 지속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가치･의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 조사지표 기준 변경으로 자료 최신화가 어려웠던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한국과학기술창의
재단)｣ 지표를 현행 보고서 발표 기준으로 지표 교체
- ’20년 보고서 체계 개편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최신화가 어려워진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의 일부 지표*를 현재 발표기준에 맞게 교체하거나 자료원을 변경하였으며, 이외 신규
지표를 발굴하여 추가함
- 조사 중단, 조사기준 변경 등으로 장기간 미업데이트 된 지표 제거
○ 지속적으로 생산･관리해야 할 과학기술인력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 자료원을 모니터링하여 최신화하고,
정책 수요가 높은 신규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생산
- QS･THE 대학평가결과 등 정책 수립･기획 과정에 주요하게 활용되나 이공계 인력 지표에 포함하여
관리하지 않았던 자료를 지표화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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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 산업계 수요와 대학 교육간의 미스매치 등 과학기술인력
관련 주요 이슈에 대응하여 신규 지표를 발굴

□ 2021년 기준, 지속적으로 생산･관리해야 할 이공계인력 지표는 총 408개
○ 2021년 이공계 인력 지표 개선활동을 통해 30개 지표가 삭제되고 44개 지표가 신규로 추가되어
최종 선정된 지표는 총 426개 지표

<표 4-4> 인공계인력 지표 개선 이력
연도

주요내용

2016

- 지표개선 작업을 통해 394개 지표 선정

2018

- 3개 중복지표 삭제, 과학기술영재 관련 4개 지표 추가, WEF 국제 4개 지표 추가하여 399개 지표로 확대

2020

- 신입과학기술인력 수준 인식 조사 관련 3개 지표 추가, IMD 인재경쟁력 순위 관련 1개 지표 추가, 이공계
연구원 관련 2개 지표 추가, 이공계인력 실태조사 관련 7개 지표를 추가하여 412개 지표로 확대

2021

- 이공계 인력 지표 개선활동을 통해 37개 지표 삭제, 33개 지표 신규로 추가되어 총 408개 지표 선별

○ 생애주기 단계별로는 초･중･고 41개, 대학 및 대학원 167개, 재직 174개, 퇴직･기타 26개 지표이며,
내용별로는 규모 183개, 수준 60개, 환경 165개 지표 선정

□ 이공계 인력지표 408개 중 핵심지표 96여개를 선별하여 매년 ｢주요 과학기술인력 통계｣ 발간
○ 과학기술인력 수급, 양성, 활용, 유출입, 여성･고경력 과학기술인, 연구개발인력, 주요 국제기구
통계, 기타 통계 등 8개로 대분류로 구성

나. 주요국 정책동향 분석
□ 과학기술인력 관련 주요 해외자료의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여 과학기술인재 관련 정책 기획 및 수립의
기반자료로 활용
○ 과학기술인력 관련 미국, 일본, 중국 및 국제기구 등 주요 해외자료 총 37건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주요국 정책동향 분석 자료는 브리프(25건) 및 리포트(12건) 형태로 정리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추진

<표 4-5> 과학기술인력 관련 주요국 정책동향 (’21.4.~’22.3.)
번호

국가

제목

출처

1

유럽연합(EU)

유럽 녹색 일자리 질적수준 분석 주요결과

유럽집행위원회(EC)

2

일본

일본 IT 인재 동향

경제산업성(METI)

3

국제기구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계 연구인력에 대한 도전과제 및 새로운 수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

일본

일본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정책 방향

문부과학성((MEXT)

5

미국

미국 연구 보안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안보유망기술센터(C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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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출처

6

일본

일본 이공계 박사인력의 산업계 진출 확대 방안

경제산업성(METI)

7

미국

미국 과학･공학･보건 분야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 현황 분석

국립과학통계센터(NCSES)

8

유럽연합(EU)

EU 에라스무스+('21~'27) 프로그램 추진 방향

유럽집행위원회(EC)

9

일본

교육･연구 기능 고도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방향성

문부과학성(MEXT)

10

중국

중국 국가 중점 R&D 계획 추진 방향 - 청년 과학자 지원 및 개방형
경쟁 확대 중심으로

과학기술부(MOST)

11

미국

미국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의 인재 유치 방안

맥킨지(McKinsey & Company)

12

중국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과학기술부(MOST)

13

일본

일본의 이공계 인재 및 대학 관련 정책 추진현황

문부과학성(MEXT)

14

미국

15

국제기구

연구와 고등교육에서의 디지털화 방향 -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 회복을 위한 연구･고등교육에서의 디지털 활용

G20

16

일본

일본의 연구개발자 연구성과와 중학교 수･과학 학습 관계 분석

경제산업연구소(RIETI)

17

미국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현황

국립과학재단(NSF)

18

미국

미국, 양자정보과학 분야 해외 인재의 중요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19

미국

디지털 인재 현황 분석 및 전망

엠시 버닝글라스, 제너럴 어셈블리

20

일본

일본 및 북미지역 연구직 채용공고 비교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

21

미국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 정책 제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22

미국

미국 내 박사학위 취득자 조사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

23

싱가포르

미래 경제를 위한 주요 스킬 수요: 싱가포르의 성장 영역을 중심으로

스킬스퓨쳐(SkillsFuture)

24

미국

기술인력의 확장 및 변화

딜로이트(Deloitte)

25

일본

일본의 대학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실행방안

경제산업성(METI)

26

미국

미국의 인공지능(AI) 인력 현황 분석

안보유망기술센터(CSET)

27

미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하이브리드 대학

딜로이트(Deloitte)

28

국제기구

업무 스킬에 대한 공통 분류 체계 구축

세계경제포럼(WEF)

29

미국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의 미래

보스턴컨설팅그룹(BCG)

30

국제기구

더 스마트한 발전을 위한 과학 변화 동향

유네스코(UNESCO)

31

국제기구

신진 연구자의 경력 불안정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2

미국

33

미국

미국 I-Corps 프로그램의 최근(’19~’20) 성과

국립과학재단(NSF)

34

미국

미국, 인공지능(AI) 교육･인력 정책 현황 진단 및 제언

안보유망기술센터(CSET)

35

국제기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 전망 및 정책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노동기구(ILO)

36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AI 전략

이탈리아 정부

37

미국

과학기술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시행 지침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미국 임시비자 소지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학위 후 미국 체류･고용 현황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기본능력요소(DELTAs) 제안 및
맥킨지(McKinsey & Company)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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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 배경
○ 과학기술인력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포괄적 정보지원 시스템 부재
- 과학기술인력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계･정책 정보가 분산되어 생산･유통되고 있어, 정보의
활용성 및 사용자 편의성 부족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합 정보체계를 제공하고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정보 활용성 및 편의성 제고할 필요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

□ 추진 목표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증거기반 과학기술 인력정책 수립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과학기술인력 관련 계획 수립, 신규 사업 기획 및 사업 조정･연계･통합, 정책 현안에 대한 적시적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정책정보 제공
- 정부부처,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정책 고객들의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및 일반 국민대상
과기인재정책 관심도 제고를 위한 성과 활용･확산 추진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개선 및 추가기능 수요에 따른 웹사이트 개발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유지･보수 추진

□ 추진 실적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의 대내외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 (기본계획 페이지 개설) ’21.2월 확정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연도별 세부추진과제 정보 제공페이지 개설
- (모션차트 개발) 과학기술인재 관련 국가별 시계열 통계 데이터를 애니메이션화하여 제공하는
모션차트 기능 개발
- (정책동향 수집기능 개발)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기재부 등 과학기술인재
관련 부처의 보도자료를 수집･제공하는 보도자료 동향 기능 개발
- (개인정보 보안 강화) 개인정보접속기록 생성･수집, 개인정보 취급자의 모든 개인정보 취급 이력
상시 모니터링, 개인정보 오남용 등 부정 사용에 대한 감시･적발 등을 위한 보안 SW 도입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운영
- (통계) 과학기술인재 양성, 활용, 유출입, 여성･고경력, 연구개발인력, 국제, 수급 등 7개 부문별
90여개의 핵심지표 제공하고 생애주기, 분석내용, 출처별 426개 과학기술인재 주요 통계지표에
대한 상시 업데이트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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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부 계획･방안 및 연도별 정부 예산사업의 주요정보 상시 업데이트
및 제공
※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부 계획 및 단기 방안 등 87건, 정부 예산사업 총 179건, 세부추진과제 398건 업데이트
완료 (’22.3월초 기준)

- (동향) 과학기술인재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을 조사･분석하여 단신형태로 제공하고 주요 해외자료는
추가적으로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여 동향집(브리프/리포트) 보고서 발간,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정부부처 보도자료 및 주요 국내 뉴스를 일자별･분야별로 스크랩하여 제공
※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단신동향 266건, 동향브리프 25건, 동향리포트 12건, 뉴스스크랩 1,984여건, 보도자료
687건 업데이트 완료 (’22.3월초 기준)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성과 활용･확산
- (뉴스레터 서비스) 매월 최신 과학기술인재 관련 통계, 정책,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
개시
- (서포터즈 운영)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의 인지도 향상 및 과학기술인재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대학생･일반인 대상 서포터즈 운영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웹페이
지, DB, 검색솔루션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 추진
- (이용자 분석)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분석을 위해 ’21.11월 Ace Counter
서비스를 구매하였으며, 향후 축적된 이용자 접속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을 수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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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유지를 통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1~’25)」에 대한 성과점검 체계 구축 및 추진체계 확립
- 비법정계획인 ‘4차인재 성장지원 계획’의 ’21년도 추진실적･성과 목표 달성 현황 점검
○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수립(’21.2.)시 정책 과제로서 제안한 「이공계
대학 혁신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내 정책과제의 실행력 제고
○ 이공계지원 특별법 후속연구
-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불비사항을 보완하고 현행화하여 기술패권 경쟁, 인구감소 등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체계적 육성･활용 및 생애주기 맟춤형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신기술･신산업 수요의 급증에 따른 이공계 고급 인재의 양적, 질적 부족에 대한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 이공계인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성장지원,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매력도 향상, 고급인력의 육성･보호, 고경력
과기인의 활용 활성화 등의 시책 근거 마련

○ 핵심인재 유지･보호 방안 수립
- 해외 정책사례 조사 및 국내 관련 법･제도 분석 등을 통해 핵심인재 유지･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여 관련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체계 운영 및 콘텐츠 생산
- 체계적인 국내외 통계･정책 정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인력 관련 현안의 시의성 있는 대응과 정부의
근거 기반 과학기술인력정책 수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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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성과점검･분석 등을 통한 다양한 과학기술인재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 및 과학기술인재정책 추진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 범부처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수요에 부응
○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내 정책 과제로 「이공계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인재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의 실행 방안으로서 대학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력이 축적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 지원 정책 추진 등에 활용
○ 이공계지원 특별법 후속연구
- 「이공계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시 활용
- 신산업 분야의 이공계 인력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 이공계인력의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수립 및 연구중심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시 근거로 활용
○ 핵심인재 유지･보호 방안 수립
-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패권 등 정책 이슈에 대응하여 추후 핵심인재 유출 방지 등 관련 정책
수립 시 해외 정책사례 분석, 국내 법･제도 현황 파악, 세부 정책방안 도출 등에 있어 기초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체계 운영 및 콘텐츠 생산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통계, 정책, 동향 등 최신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하고, 축적된 자료는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책 이력 조사 등 활용
- 과학기술인력 종합정보시스템 서포터즈 사업, 뉴스레터 배포 등을 통해 콘텐츠 활용을 독려하고
새로운 이용자 유입 방안을 지속 추진

제4절 향후 과제
○ 올해 과제를 통해 제4차 과기인재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과기인력양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이행점검
및 과기부 협의를 통해 선정한 핵심 신규 정책 과제의 실행 방안을 충실히 마련함
- 시의성 있는 현안 대응을 위해 이공계 대학의 지원을 위한 추진 방안 마련, 이공계 인력 지원을
위한 전반적 법적 토대 점검, 핵심인재 보호 등을 위한 현 제도 점검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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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인력과 관련된 주요 통계 현황의 업데이트, 지표 체계의 점검, 국내외 주요국 동향 등을 통해
핵심적인 데이터와 주요국의 정책 추진 사례를 확보하고, 뉴스레터의 발행 및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성과의 확산･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 차년도 과제에서는 신정부 수립으로 인한 변화된 과기인재 분야의 국정과제 틀에 맞춰 기존 기본계획의
틀의 보완･수정 등에 대비해야 함
- 기존에도 과기인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의 특성 상 전면 재수립 보다는 정책적 일관성･연속성을
위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전략 및 과제의 일부 수정 등을 추진한 바 있음
- 기존 수립된 추진과제의 이행점검, 사업화, 제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변화된 환경에
맞게 목적이나 추진 방향 등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반영해 부처별 신규 시행계획 수립을 유도
-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과제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정책기획-통계현황분석-성과점검-활용 방안
마련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 및 유관기관, DB와의 협력 체계
등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기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의 예산 상 이슈분석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기획 예산이 미반영되어
차기 정책 이슈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개별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최근 현황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 서면 자문 등을 통해 인력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할 후보 과제(안)로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취합한 바 있음
- 정부 정책 방향의 설정에 따른 대비 뿐만 아니라 과기인재가 육성 이후 성장하는 전주기적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R&D인력을 넘어서 교육, 고용, 경제･사회,
지역 등 연계 분야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표 4-6> 주요 정책과제(안) 예시
번호

구분

제목

주요 내용

1

국가전략 인력과
출연연

출연(연)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기술 교육훈련체계 구축

AI교육 기능과 인프라를 갖춘 전문주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출연(연)
연구인력의 AI 전문역량 및 활용역량을 강화

2

국가전략 인력과
출연연

출연(연) 연구중심의 산･학･연
연계 지역혁신인재양성

지역의 산･학･연이 연계하여 Open-R&D 기반 인재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성인력이 지역R&D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3

청년 벤처 창업

캠퍼스타운 활성화 위한
권역별/부문별 클러스터 조성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대학 인근지역에서 청년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과 상생

4

청년 벤처 창업

기업･투자정보 교류 온라인 창업 국가와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온라인화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으로 지역 창업생태계 고도화

5

이공계대학
교육혁신

이론과 문제풀이 방식의 교과내용이 아닌 산업현장의 실전문제
교육혁신교과목 개발 및 운영 확산 해결을 위한 주제중심 전공분야 내용 재설계 및 적합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이공계대학
교육혁신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실험실습 교과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 필요, 향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병행하는 시대가 예상되므로 실험실습 교과목 운영의
만족도 제고 필요

6

비대면 실험실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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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주요 내용

7

우수 해외
이공계인력 활용

국내 배출 외국인 과학기술인재
국내 노동시장 유입 지원 확대

유학생 졸업 후 국내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유학생 한국어
능력향상 지원 및 관리, 유학생 취업준비 서비스 강화, 유학생
유학-구직-취업 연계 강화 지원 제도

8

우수 해외
이공계인력 활용

우수 핵심인력, 전문인력, 숙련인력 등에 대한 정의와 기준 확립으로
해외 우수 핵심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 개인 특성 뿐 아니라 국가가 정한 전략산업, 국내 노동시장의
정책과제 발굴
인력수급 현황 등 수요의 측면도 고려해 비자발급 및 정주체류자격
변경 제도 개선에 활용

9

인구감소시대
인재정책

10

인구감소시대
인재정책

11

지역인력양성

지역 신성장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현황
지역 거점 신산업 선도 인력 양성 및
검토를 통한 적극적 계약학과 설립, 산학협력 기반 주문식 교육과정
공급 방안
등 확대

지역인력양성

산업전환 대응 및 경력복귀를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지원,
지역사회 기여 확대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인재 활용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12

혁신기술의 고용창출력 강화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과 청년미래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기술의 도입/확대 추진하고 신규산업간
대결이 아닌 협업 가능성 도모

숙련인재로서 고령근로의 연장

고령인구를 복지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로 재검토하여
복지/산업체계의 수정을 통해 전원참가형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숙련인재의 장기참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수정

경력단계별 인재양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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