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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HR 추진 배경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는 새롭게 부각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과 이슈를 포함
하기 위해 기존 연구기관 작업반을 확대하여 RIHR 작업반의 출범을 결정(’07. 10)
- 주요 이슈로 혁신과 연구기관, 과학기술 인적자원을 포괄
- 과학기술인력의 국제적 이동과 고급인력에 대한 글로벌 경쟁, 연구와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공공연구기관의 영향력 강화 등을 향후 연구 주제로 선정
이후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인력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공공연구조직의 변화, 대학
연구지원방식의 변화, 전이가능숙련 등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OECD 차원의 작업반 구조조정(’13)
2012년 CSTP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산하 작업반들의 성과를 평가
하고 점검하여 새로운 구조조정 논의를 시작
- 2008년 출범 이후 RIHR의 연구 프로그램은 과제의 내용에 관심있는 일부 회원국의
자발적 지원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중장기적 대응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기 어려웠음
- 이에 산학연 협력, 기술이전 등 국가혁신체제와 관련된 주제는 TIP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주제는 상위의 CSTP로 이관하는 안이 중점적으로 검토
CSTP의 구조조정안은 2013년 10월 RIHR 회의에서도 합의되었으며 12월 최종 승인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
- 2014년 말까지 수행하기로 계획되었던 연구 프로젝트는 지속하되 2014년 1월부터
RIHR 작업반은 별도의 회의는 갖지 않고 CSTP 및 TIP 회의에 함께 참석하며
2015년 이후의 로드맵 작업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
2013년도 RIHR 활동 소개
2013년 RIHR 작업반은 세계적 연구거점 구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 비교,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지식 이전 및 교류 등 3개 주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 산학연간 지식의 이전과 교류와 관련, 과학기술인력의 산학연간 유동성에 대한 국제
비교, 특허 분석을 통한 국가 및 산학연 부문간 지식 흐름 연구 수행
-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공통의
평가 프레임웍을 구축하기 위한 선행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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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년간 수행한 세계적 연구거점(Center of Excellence) 구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 비교 연구 보고서 초안 발간
과도기로서 2014년 RIHR 작업반 활동은 2015년 이후 지속가능한 연구 프로젝트의
발굴에 초점을 맞출 예정으로, 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활동, 연구인력의 국제이동 등 6개
과제가 후보로 제안되었으며 향후 TIP-RIHR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될 계획
시사점
양성 위주의 과기인재정책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그널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도 정책 대안의 제시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RIHR의 구조조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과학기술인력정책이 과거와 같은 독립된
정책 주제로 남아있기 어려워졌음을 의미
OECD 주요국들도 분절된 이슈별 대응에서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통합으로서의 인력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 기반이 되는 미시적 데이터의 수집과 통합
플랫폼 및 프레임웍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음

3

동향과 이슈╻제4호

Ⅰ

RIHR 개요

RIHR 추진 배경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는 기존 연구기관 작업반(Steering and Funding of
Research Institutions: SFRI)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인적자원의 중요성과 이슈를 포함하기
위해 새로운 작업반의 출범을 결정(’07. 10)
- 혁신과 연구기관, 과학기술 인적자원을 포괄하는 작업반의 명칭을 RIHR(Research
Institutions and Human Resources)로 결정하고 공공연구기관의 변화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08년 본격 출범
- 과학기술인력의 국제적 이동과 고급인력에 대한 글로벌 경쟁, 연구와 혁신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공공연구기관의 영향력 강화 등을 RIHR에서 주로 논의할 이슈로 선정
2009년에는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인력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skills for innovation) 발굴,
공공연구조직의 변화, 대학 연구지원방식의 변화 등의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OECD가 2004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박사인력 경력조사(Careers of Doctorate Holders:
CDH) 연구가 RIHR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후속 작업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기로 합의
2010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과기반 연구자금 지원방식(Performancebased Research Funding)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와 성과기반 자원배분 모델 분석 및
관련 지표 개발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성과기반 연구자금 지원방식이란 R&D 자금을 블록펀딩 형태로 대학 또는 학과 단위로
지원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하되 일정 기간 이후의 성과 평가 결과에 지원금액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1986년 영국 고등교육연구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of
England)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확산 중
- 우리나라는 대학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부 사업에만 포뮬러 지표를 이용한 블록
펀딩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연구영역으로의 확대 검토 필요
이후 2011년에는 RIHR 전략 로드맵을 작성하고 전이가능숙련(transferable skill)에 대한
연구과제를 한국 주도로 수행하는 등 공공연구기관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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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위원회의 논의에 의한 RIHR 구조조정
2012년 CSTP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산하 작업반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점검하여 새로운 구조조정 논의를 시작
- 2012년 기준 CSTP는 기술혁신정책(TIP), 과학기술지표(NESTI), 공공연구기관 및
인력(RIHR), 글로벌 과학포럼(GSF), 생명공학 작업반(WPB), 나노기술 작업반(WPN)
등 6개 산하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었음
- 이들 중 일부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들의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성과평가와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되게 되었음
- TIP과 RIHR의 통합, WPB와 WPN의 통합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이 회원국들에 의해
제안되었음
RIHR의 구조조정은 공공연구기관과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CSTP 차원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
- 2008년 출범 이후 RIHR의 연구 프로그램은 과제의 내용에 관심 있는 일부 회원국의
자발적 지원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중장기적 대응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기 어려웠음
- 이에 산학연 협력, 기술이전 등 국가혁신체제와 관련된 주제는 TIP으로, 과학기술 연구
개발 활동과 관련된 주제는 상위의 CSTP로 이관하는 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음
이러한 내용을 담은 CSTP의 구조조정안은 2013년 10월 RIHR 회의에서도 합의되었으며
12월 최종 승인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14년 말까지 수행하기로 계획되었던 연구 프로젝트는 지속하되 2014년 1월부터
RIHR 작업반은 별도의 회의는 갖지 않고 CSTP 및 TIP 회의에 함께 참석하며 2015년
이후의 로드맵 작업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함
- 2014년에는 기존 RIHR 활동을 정리하고 인력정책 관련 현안 이슈를 발굴하여 2015년도
이후 본격적 활동을 하기 위한 이행기(Transition period)로 활동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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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3년도 OECD RIHR 활동 소개

2013년 RIHR 작업반은 세계적 연구거점 구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 비교, 과학기술의 사회
경제적 효과 분석, 지식 이전 및 교류 등 3개 주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식 이전 및 교류(Knowledge transfer and exchange)
- 산학연간 지식의 이전과 교류는 R&D 활동의 성과를 사회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RIHR에서는 특히 지식 이전 흐름에서 인력의 역할에 주목하여, 2차
데이터 분석을 위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 먼저 과학기술인력의 산학연간 유동성에 대한 국제 비교 결과 2009~2010년 기간 동안
부문 간 이동을 경험한 인력의 비중이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50%가 넘는 반면, 독일, 스웨덴, 슬로베니아 등에서는 15% 미만으로 나타났음
- 한편, 박사인력의 경로에 대한 OECD CDH 조사 결과(’10)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부문
간 이동을 경험한 박사급 인력의 비중은 독일, 덴마크 등이 80%에 육박하고 러시아,
불가리아, 벨기에, 루마니아 등의 국가는 2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박사급 과학기술
인력 중 연구개발인력보다 비연구개발직 종사자의 이동 비중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박사급 인력의 대학 선호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OECD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대학→기업 이동보다 기업→대학 이동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인력 이동에 관한 분석과 함께 이 연구에서는 특허의 참고문헌 중 논문 등 비특허
산출물의 생성 국가와 산학연 부문 분석 등을 통해 산학연간 지식 흐름을 살펴보았음
- 이 분석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청정에너지(clean energy)에 대한 특허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preliminary research)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시사점이 도출될 경우 분석 대상을 확대할 계획
- 전체 분석대상 특허의 80% 이상이 기업 부문에서 출원되었으며, 인용된 비특허산출물은
대부분 대학에서 생성된 지식임
- 논문 중심의 대학 연구와 실용 지식 중심의 기업 연구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식
흐름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후속 연구를 통해 산학연 지식 흐름 패턴에 대한 국가
간 비교, 국가 간 지식 흐름 등을 통해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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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ing Science to Innovation, Economic Growth and Welfare
-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이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보다는 과학기술이 경제성장뿐 아니라 복지와
국가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학기술의 가치를 정립함으로써 과학
기술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오랜 주제이며 다양한 평가 방법이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으나 측정에 관한 합의된 기준이나 지표, 방법론은 없으며 각국의
노력도 증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공통의 평가 프레임웍을 구축하는 데 있음
표 1

주요국의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측정 노력

국가

관련 프로젝트

주관기관

내용

호주

Australia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ssessment(ASTRA)

정부, 대학

- 대학 연구산출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브라질

Lattes Platform

CNPq

- 브라질 내 연구개발과제 데이터베이스로
본격적 파급효과 측정 이전의 R&D
정보시스템

캐나다

-

온타리오
주정부

- 온타리오 주정부는 캐나다 학술원 권고
에 따라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측정을 위
한 패널 위원회 구성

유럽연합

European RTD Evaluation Network

EU

- EU 국가 간 파급효과 측정 사례 공유
네트워크

핀란드

Impact Framework and Indicators
TEKES/
for Science Technology and
- 파급효과 측정의 프레임웍과 지표 개발
핀란드 학술원
Innovation(VINDI)

한국

Knowledge Framework for
Evidence-based Innovation Policy
Making(K2Base)

KISTEP

- 기술예측, 투자분석, 사업평가 등 R&D
평가와 분석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일본

Science for Re-designing STI
Policy

MEXT

-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R&D 종합정보시스템

영국

Economic Impact Reporting
Framework

7개 연구회

- 분야별 7개 연구회간 성과 비교 및 분석을
위한 프레임웍

자료: RIHR 작업반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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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orms of Incentive Funding for Public Research
- 지난 2년간 RIHR 작업반은 세계적 연구거점(Center of Excellence) 구축을 위한 각국의
정책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초안을 올해 10월 발표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WCU와 BK21 정책이 중점적으로 소개되었음
과도기로서 2014년 RIHR 작업반 활동은 2015년 이후 지속가능한 연구 프로젝트의 발굴에
초점을 맞출 예정으로 다음 6개 과제가 후보로 제안되었으며 향후 TIP-RIHR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될 계획
- 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활동: 혁신 주체로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대학의 연구 및
교육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및 고등교육의 미래 전망
- 연구거점 구축 지원사업의 후속 성과 평가: 기 수행된 세계적 연구거점 구축사업의 후속
영향 평가
- 연구인력의 국제이동: CDH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인력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미시적 현황 분석
- 부문별 인력양성정책 비교: 나노, 바이오 등 분야별 인력양성정책에 대한 국가 간 비교
- 지식 이전 및 교류 후속 연구: 기 수행된 사전 연구의 확장
-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 및 프레임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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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인력양성정책의 전환기
우리나라의 경우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력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양성 위주 패러다임에서의 새로운 변화 방향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음
양성 위주의 과기인재정책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그널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혁신체제가 자리 잡은 OECD 주요국들에
공통적인 현상
- 고등교육 팽창에 따른 이공계 교육의 질적 우려
- 경제 침체와 이공계 졸업생 실업 위기
- 이공계 고급인력의 수급 및 활용 불균형
과학기술인재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인력정책대상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나 정책대응방식의 변화방향 제시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OECD RIHR의 개편 시사점
2008년 출범 이후 RIHR은 전이가능숙련, 대학연구지원방식의 변화, 박사인력의 경력 조사
등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 왔음에도 지속가능성 및 다른 작업반과의 차별성 확보가 이슈로
계속 제기되었음
- 의미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등으로 대부분 사전 기획연구 수준에 그친 한계
- 이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이슈가 국가 간 차이가 크고 자국의 혁신환경에 특화되어
참여국 간 공통의 주제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이유
RIHR의 구조조정은 인력의 중요성에 따라 인력 이슈가 거의 모든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에
포함되어 가기 때문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과학기술인력정책이 과거와 같은
독립된 정책 주제로 남아있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하기도 함
OECD 주요국들도 분절된 이슈별 대응에서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통합으로서의 인력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 기반이 되는 미시적 데이터의 수집과 통합 플랫폼 및
프레임웍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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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정책의 한계는 ‘양성’과 ‘활용’의 괴리로 요약되며 담론 수준을 넘어 정책 대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경력, 인력양성정책의 장기적 파급효과 등 현황에 대한
미시적 현황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함을 의미

❙필자❙ 박기범(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기인재정책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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