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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11월 7일에 치러진 대학 수능고사는 출제문제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
하여 학생들이 수능 테러 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
다. 그러나 이번 수능에서 나타난 더욱 중요한 사회적 문제는 바로 199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자연계 지원자 비율의 감소이다.
자연계 지원학생들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인문계·예체능계 수험생들
의 비율은 이번에도 늘어나 자연계 상위권 학과에 인문계생이 교차지원
하는 현상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인문계와 자연계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6만4천543명, 5만7천678명이 줄어든 반면 예체능계는 1만1천262명만이
감소했다. 이 결과 금년 수능 지원자들의 계열별 비율은 인문계 56.37%,
자연계 26.92%, 예체능계 16.70%로 지난해의 55.14%, 29.41%, 15.43%에
비해 자연계 수험생들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조선일보, 2001. 9. 9).
< 표 1> 은 지난 7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계열별 응시자수에 대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응시자수는 1995년의 81만명에서 2000년에는 87만명으
로 8% 증가했으나 34만명이던 자연계 응시자수는 2000년에는 26%나 감소하
여 26만명에 불과하였다. 2001년에는 전체 응시자수의 감소와 더불어 3개 계
열 중 자연계열만이 유일하게 그 지원비율이 감소, 1997년 이후 6년간 연속
적인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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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수 추이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합계

자연계비율

1995

391,450

344,931

73,468

809,849

42.6

1996

378,374

344,780

72,184

795,338

43.4

1997

411,753

362,849

79,670

854,272

42.5

1998

411,082

336,510

92,245

839,837

40.1

1999

451,522

301,458

115,386

868,366

34.7

2000

481,027

256,608

134,662

872,297

29.4

2001

416,484

198,930

123,400

738,814

26.9

국제사회는 WT O로 대변되는 무한 국제경쟁의 기술패권 산업사회가 되었
으며,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경제사회만이 선진사회가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 국가, 국제경제 등 모든 단위에서 기술이 국
가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술기반 복합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
가경쟁력이 천연자원,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 질적 우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력과 이
러한 기술을 체화한 인적자원에 의해 국력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계 지원자의 급격한 감소추세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가온 21세기 지식기반사
회를 맞이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는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경쟁력 향
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전문과학기술인력의 양성임은 모든 관련 전
문가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자연계 지원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곧바로 전문
인력양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이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습득한 초기의 산업기술은 수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
획의 성공적 수행에 따라 얻어진 조립 및 가공 기술이며, 앞으로 선진국으로
의 도약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술, 즉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부품제작기
술과 종합적인 설계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도산업기술의 보유가 필수적
이다. 20세기의 국제경제가 천연자원의 확보와 대량생산체제의 완성을 이룬
사회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면 21세기에는 이른바 6T 로 불리는 기술분야를 포

- 2 -

함한 새로운 개념의 창의적 신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고도기술 산업사회만
이 국제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한
것이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기억소자(Mem ory Chip) 한 분야의 상품
만으로 연 수출 100억불( 95년)을 달성하여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효자 산업
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고

1등 기술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가

능한 일이었다. 현재 연 250만대 생산규모의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산업에
총 170만 여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들을 4인 가족의 가장이라 가정할 때
연 150만대를 판매할 수 있는 최신차종(W orld Car )이 하나 개발된다면 우리
국민의 10%에 육박하는 400만명의 생계가 보장 될 것이고 이들의 소비로 인
한 간접효과까지 고려한다면 1등 기술 개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파
급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은 바로 이공계 대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이 우수한 과학자 및 엔지니어를 교육·배출하지 않는 한 산업기
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학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지 않
는 한 연구계의 활성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일본이 전쟁의 패전국으로
서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 오늘 우리의 주제인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공
학교육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우리나라 사
람이 많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 미답과학기술연구회가
1989년에 발간한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사 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38년에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의 틀 안에서 『기계류의 국내 공급력
충족에 관한 구체적 방안』등 과학기술 동원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패전이후 행정부문에서 기술계 인력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고조되었고 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가 부
각되어 이공계 인재가 대량으로 양성된 것이 전후의 경제, 과학기술 발
전에 큰 요인이 되었다.
최강대국 미국 역시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를 정책에 훌륭히 반영하고 있다. 지난 1970～80년대에 극심한 불황과 경
기 침체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미국 대학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
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지식/ 정보화 산업의 제패와 벤처산
업의 성공으로 세계정상에 다시 우뚝 서게 된 것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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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간 대학의 명예총장인 듀더스타트 박사는 근
자의 강연에서 미국의 대학, 특히 연구중심의 대학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소중한 것이며 대학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지원은 미국인의 세금 중에
서 가장 값진 투자라고

강조하였다. 이제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대학 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MIT 와 캠브리지대
학교와 같은 세계 유명대학간의 전략적 제휴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선도해야 할 우리의 이공계 교육이 현재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자연계열 지원자수의 감소 뿐 아니라 이공계 신입생
의 수학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난이도 문제로 인해 이공계 신입생의 연구
능력의 기초가 되는 수학, 물리학 등의 실력 편차가 현저하여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우열반제 도입까지 거론되는 등 신입생간의
학력편차가 해소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있다.
이공계 교육의 위기는 제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97년 7월 산업연구원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국내 제조업체 2,300업체와
정보통신업체 200업체 등 총 2,500 업체에 대해 산업 수준별, 인력 수준별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업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인원은 2만 6천명으로 추정되었는데 부족인원의 대부분이 공학계
열 전공자였다. 세부전공별로는 기계(9,042명), 전기·전자·전산(5,688명), 화
학·화공·섬유(4,304명), 금속·재료(2,363명) 등의 순으로 부족인원이 많았
고 이학 전공자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그리고 또한 국가경쟁력의 후퇴로 직결되
는 자연계열 지원자 감소와 이공계 교육의 위기는 과연 어떠한 원인에 의거
하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은
지난 11월 16일에 열린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및 한국공학기술교육학회 주
최 토론회의 토의주제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 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 하에서 이루어진 토론회에서 산업자원부 이희범 차관은 자
연계 수능지원자 감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원인으로 장
래에 대한 불확실성 및 인센티브 부족을 꼽았으며 특히 산학활동을 중심으
로 한 산업자원부의 대학지원책을 발표하고 대학의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고등교육지원국장은 유연성을 높이는 교육체
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정부의 정책기조가 대학의 자율성 확대임
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국장은 공학 및 과학의 대중화운동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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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사회의 수요가 줄어든 이공계 분야의 인력배출을 줄여야 함을, 한송
엽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 부원장은 모집단위 광역화의 문제를, 유영
제 공학교육연구회 회장은 기존의 분야별 인력수요예측에 대한 검증절차의
필요성 및 교수들의 교육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
였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자연계열 지원자의 급격한 감소 추세가 국가 경쟁
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 두 장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해보고자 한다.
2. 자연계 지원자 감소의 원인
자연계 수능지원자 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다음
의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겠다.
가 . 사회지도층에서 자연계 출신의 비율이 낮음
5백년 조선사회는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사회 계층을 분류하여 실제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하는 계층보다는 공리 공론이나 시문학의 암송으로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과 사회적 특혜를 독점한 사회다. 산업혁명
이후 눈부시게 발전하는 서구의 기술문명과 세계정세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
던 이들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을 백안시하고 이단시하여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회가 약육강식의 냉
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
다. 그러나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했던 뼈아픈 기억이 아
직 생생한 이 때, 더구나 구한말의 국제정세와도 흡사한 선진국들의 무한경
쟁 기술패권주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가 과거의 실패
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정부(입법, 행정, 사법)에 실사구시의 학문
을 배우고 익힌 사람이 많지 않음은 조선시대를 연상하게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WT O 체제하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
고 있는 기업의 경우, 10대 그룹 임원의 절반 이상이 이공계 출신이며 신규
임원 승진의 80%가 이공계열 전공자로 채워지는 등 현실에 적응·발전해가
고 있는데 반하여 정부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11,317명 중 이공계는 1,898
명으로 16.8%에 불과하며 각료 및 3급 이상 고급 공무원의 9% 정도만이 이
공계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 시대 환경 변화에 뒤떨어져 정체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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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자연계열, 특히 이공계 대학에 우수학생 지원이 감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대학입시에 있어 내신성적으로 인한 과학고등

학교 등 우수한 과학기술 영재들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은 국가 과학기술 발
전을 저해하는 매우 잘못된 제도이다.
과학기술 및 기술정책 전문인력의 공직사회 진출은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
을 과학기술계로 유도하고 과학기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늘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고시 열
풍에 휘말려 육법전서나 구태의연한 교과서를 암기하는 비생산적인 공부에
젊음을 바치고 있다. 이들이 단순 암기 훈련의 반복을 통하여 창의력을 상실
하고 첨단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시대의 흐름에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시간들을 반복시킨 후에야 이들에게 국정이 맡겨질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
장병들에게 가짜 총으로 총검술을 열심히 훈련시켜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신병기들을 사용해야 하는 현대판 전쟁에 실전 투입하려는 것과도 같이 어
리석은 짓이다.
나 .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위기 상황 및 고용불안
다음은 지난 4월 13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우리 경제에 대한 우울한 기사
를 일부 발췌한 것인데 이는 본 고에서 논하고 있는 자연계 지원자의 감소
추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포항제철과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일제히 비상경영 체제에 들
어갔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원·달러 환율상승에 따라 철강과 반도
체·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올해 투자계획을 재검토하고, 예
상실적도 하향 조정했다. 이들은 연초에 밝혔던 시설투자 규모를 이미
15～20%씩 줄였으며, 비수익 사업과 인원을 정리하는 등 강도 높은 구
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 표 1>에서 보듯이 자연계열 응시자의 감소추세는 1997년말 IMF 외환위
기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다. 즉, 경제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가운데,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전문기술을 가
져야 하는 이공계열 전문인력 양성의 특성상 석박사학위 취득시까지 장기간
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고용의
안정성마저 위협받는 이공계열로의 우수 학생 지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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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공계 대학 공학교육 시스템상의 문제
자연계 지원자 감소의 책임이 이공계 대학 자체에도 없지 않음은 유감스럽
지만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이에 따른 열악
한 시설로 인해 양질의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궁색한 변
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대학교육의 결과인 졸업생을 활용하는 기업과
우리의 교육서비스를 받고 그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은 과연 우리의 이공계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97년 7월 통상산업부(現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상용근로자 10
인 이상 국내 제조업체 2,300업체와 정보통신업체 200업체 등 총 2,500 업체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참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공계 대학교육이 갖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은 이론 중심적이고 현장성이 결여된 교육내용이다.
이공계 대학의 교육기능이 차별화 되지 않고 이론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의 평가가 낮으며 이는 출신 대학의 지명도
에 따른 채용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기술인력은 부족
한 가운데 지방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이 높다.
우리나라 이공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교육의 양적 팽창에 주
력하여 질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간 약 540여 만원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적어
도 한국과학기술원 수준의 연간 약 1,800만원 정도로 증액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 같은 교육예산의 확충과 함께 우수 이공대학을 선
발, 이들의 석·박사과정 정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병행되어야 이공계 대학교
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시행중인 BK21사업의 경우,
교육지원비의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는 있으나 선발된 대학으로의 편중
현상 및 석박사과정 정원의 증원이 제한되고 있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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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체에서 보는 이공계 대학교육의 문제점
(단위: %)

이론중심·현장성 결여
경직된 대학정원 관리
교육여건의 취약
교수의 현장감각 미흡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미비
기타
계

전체
79.4
7.8
5.6
4.2
2.2
1.0
100.0

기업
대기업
77.6
9.1
6.3
2.8
3.5
0.7
100.0

중소기업
79.5
7.7
5.5
4.3
2.1
1.1
100.0

산업기술
인력
73.1
1.9
12.5
9.0
1.8
1.5
100.0

자료: 통상산업부,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 대책안 , 1997. 12.
우리 이공계 교육의 두 번째 문제점은 대학 교육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없
다는 점이다. 현재 시행 중인 대학평가기준으로는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상
대적으로 우수한 교육기회를 제공, 학생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 이
공계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는 평가 자체에 문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중고등학교 졸업생의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국제적인 수준이 형편없는 가장 큰 이유는, 고교 교육은 대학입시라는 성과
기준으로 평가되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반면, 대학교육은 그 성과가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아 성과향상에 크게 노력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에 시도되어온 이공계 대학 평가는 대부분 교
육 및 연구 여건에 대한 평가로서 많이 쓰기만 하는 낭비적 교육을 마치 우
수한 교육인 것처럼 평가, 이른바 부자학교가 높이 평가받도록 해 교육발전
방향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교육을 가장 바람직한 교육 형태로 정립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기업 및
사회) 입장에서 평가하는 성과(취업, 자격증취득, 연구논문, 특허 등)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건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매우 상이한 대학들을 경직된 기준 하에
일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추구하는 목표에 따
라 연구중심, 교육중심, 기능중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군(그룹)별로 나누
어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각 대학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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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학을 기능별로 개
성있게 발전시켜 산업과 사회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배출하도록 유도하며 과학기술인력의 수급균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

공학계에서는

미국의

ABET (Accr edit ation

Boar d

for

Engineering and T echnology )의 평가방법을 연구·도입하고 있다. 이들 평
가기준은 투입위주의 평가에 비하여 진일보한, 교육의 과정평가로 그 의미가
크지만 여전히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지는 못하며 또 평가 방법도 대부분

주관적·정성적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과 정서에 맞는 교육성과의 정량적, 객
관적 평가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이 경우 평가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평가모형 및 기준개발이 뒤
따라야 할 것이며 동시에 언론사, 학술단체 등 여타기관에서도 독자적으로
이공계 대학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도 독점이 아닌 경쟁을 통한
발전과 상호보완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가를 통한 각 대학의 발전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사
회에 공개되어 대학입학 지원자의 대학 및 학과 선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
도록 하고,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거나 대학이 과학기술 관련 특정 프로그램
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주요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 . 기타
그 밖의 자연계열 지원자수 감소의 원인으로는 인문/ 자연계 교차 지원에
따른 자연계의 인문계로의 이동, 이공학계 학문에 대한 충분한 홍보의 미흡,
모집단위의 광역화로 인해 배정에 따른 불안감이 조성된 점등을 들 수 있다.
3. 이공계 우수인력 유치방안
가 . 병역특례 확대강화
현실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 기반과 예산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국내
대학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학들과 경쟁하여 유일하게 우위를 갖고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 특례의 확대뿐이라는데 이견을 제시할
이공계 교수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 사안은 절실하다. 일본은 2차대전 중
에도 이공계 대학원생과 연구인력만은 병역문제에 있어 특별히 배려하였다.
현행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연구인력에 국한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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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체 기능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능요원과 연구요원 사이에 산업현장의 기술개발 및 실무를 담당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배려가 없다. 따라서 병역특례 제도를 확충·개선하고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대학이 국내 산업체에 우수한 과학기
술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현행 과학고등학교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KAIST 로 진학하는 경우에
만 허용되는 고교 2학년 이후의 대학진학의 문호를 넓혀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까지도 2학년 수료 후 국내 어떠한 이공계 대학으로도 진학할 수 있게
하여 자연계열을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특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 국가인력 활용에서 과학기술인력 우대
우편물의 관리가 주업무이던 체신부가 첨단 과학기술의 상징인 정보통신부
로 변신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과학기술
부, 보건복지부 등 과학기술 부처뿐만 아니라 외무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
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기능도 상당부분 과학기술 관련 업무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전문화·보편화 현상의 확대에 따라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 과학기술자 및 기술정책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
나, 현행 정부의 인력관리 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새로운 고
급 전문인력의 수혈을 통한 기술정책 역량의 제고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책 관료에 해당하는 고급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과학기술인력
을 채용하지 않는 한 21세기를 향한 선진국의 꿈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
이며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된 국가경쟁력 저하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급 공무원 공개경쟁 특별채용의 문호를 대폭 확대하여 과학기술
관련 부서 공무원의 상당부분을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특채로 선발하거나 교
육훈련(위탁교육)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21세기 기술정책 전문가로 양성하
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행정- 기술고시 같은 고시에 의한 공무원 공개 채용 방식은 미
래지향적 첨단 과학기술을 익힌 고급 과학기술자 및 기술정책 전문가를 선
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고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되, 공무원 신규 임용의 상당부분을 과학기술 및 기술정책 전문가의 특
별 채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지금까지 공개 채용 시험에 의한 결원 보충이 곤
란한 경우로 한정되었던 특채 제도를 고급 기술 및 기술정책 공무원 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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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다 . 이공계 대학 교육 개혁
앞으로 우리의 대학들은 수년 내에 입학생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치열
한 대학 생존경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은 각각
지역적 구실, 대학 전통, 학문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교육을 다
양하게 특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공계 졸업생의 주요 진로는 당연히 제조업체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교육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미래의 공과대학 졸업생
들의 경우, 오히려 대다수가 제3차 산업에도 진출할 것으로 믿어지며 따라서
기계공학이나 전기공학과 같은 전문교육이외에도 재무관리, 마케팅, 인사관
리, 기술정책 그리고 철학 및 윤리와 같이 종래에는 이공계 교육에서 무시되
었던 분야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공계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공계
대학에 들어오면 빌 게이츠와 같은 거부(巨富)가 될 꿈을 심어줄 수 있겠으
며, 이 경우 실제로 이공계 대학 교육에도 이에 부응한 창업교육 등 여러 측
면에서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각 전공별, 학과별 교과과정을 통합적으로
혁신함으로써 학제간 과정, 연합전공 등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공에 불문하고 풍부한 양질의 실험과 현장실습을 강조하
고 특히 개인을 떠나 T eam Study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전문기술인의 경우 종래에는 조기퇴임의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편이
었으나,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오히려 전문기술인에 대한 조기퇴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에서 배출하는 이공계 졸업생들을 이러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 바, 이것도 역시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안목의 계발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공학분야의 대학 교육에 있
어 가장 중요한 화두(話頭)는 전공과 더불어 폭 넓은 소양을 갖춘 전문기술
인 과 통합적 사고방식의 계발 일 것으로 믿어진다.
이같은 공학교육의 개혁은 현재와 같이 이공계대학의 열악한 재정상태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록 선진국 유명대학 수준의 재정지
원은 아니더라도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최소한 한국과학기술원 수준의 재정
지원은 있어야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이공계 대학의 교육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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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산학협동 활성화
21세기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가 지향해야할 길은 당연히 학문적 수월성
(秀越質)을 확보하는 데 있겠으나, 여기에 한가지 추가해야 할 것은 현실적
용성의 추구이다. 즉, 이론 위주의 연구에 덧붙여 산업현장에 직접 적용 가
능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져야 하겠다. 이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여건상 아인
슈타인 보다

에디슨 을 더욱 소중히 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2장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이 취업할 산업체에서 이공계 교육에 가장 크게
바라는 점도 이론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현장 적응성이 부족해지지 않
도록 교육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 채용 시 산업체 현장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해
야 한다. 미국의 주요 이공계 대학 교수진의 이력을 살펴보면 교수가 되기
전에 IBM , E astm an Kodak 등 일류 기업에서 상당기간 연구업적과 성과를
쌓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학교에
서 post - doc으로 이론연구를 한 응시자에 비해 채용이나 호봉산정 등의 측
면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업현장의 문제를 대학에 가져와 연구하고 학위취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정기간
의 산업체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산업현장의 문제를 대학에 가져와 심층 연
구하고 논문을 작성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석박사 (가칭)
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현실 적용 능력이 있는 고급 엔지니
어를 양성하는 한편, 산학협동을 활성화시키고 이공계 대학의 연구에 실용성
을 더해주는 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 석박사 과정
의 개설은 산학협동을 통하여 대학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좀더 적극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 대학원에서는 연구과정으로서 석·박사과정이 이미 오래 전부터 통
합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산업 석박사 과정의 신설이 대학의 기존 석박사
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서는 산업 석
박사제도와 일맥 상통하는 논문연구 위주의 학위과정 및 논문박사제도가 이
미 시행되고 있다. 또 선진국에서는 산업현장의 우수한 엔지니어에게 다양한
대학원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직된 대학 교육 체제는 이
러한 사회적 요구를 신축성 있게 수용할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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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하바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제프리 레이포드의 지적처럼 이제 기술을 이
해하지 못하고 기업경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산업분야는 극소수이며, 앞으로
의 기술발전은 필요에 의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올바른 전략수립에 의한 기
술발전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가 이루어 낸 경제성
장과 국가발전의 최전선에는 수많은 이공계 대학 졸업생들이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 이어질 선진국으로의 도약과정에도 이들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전문
과학기술인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은 자명(自明)한 만큼, 이들을 길러내
는 이공계대학의 견실한 역할 수행에 우리 민족과 국가의 명운(命運)이 달려
있다 해도 과장(誇張)은 아니다.
따라서 최근의 자연계 지원자수의 급격한 감소추세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병역특례제도 확대강화, 국가인력
활용에서 과학기술인력 우대, 공학교육 개혁 등 우수한 청소년을 이공계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2차 대전 패전 후 폐허가 된 일본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일본 과학
기술계와 같이 우리의 이공계 교육부문도 부단한 혁신을 통해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우리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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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이은경(ST EPI 기술인력연구팀)

1. 머 리말
올해 발간된 맥켄지의 우먼코리아 보고서 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여성인력,
그 중에서도 대학 졸업 이상의 고급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면 지속
적으로 매년 6.1%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하고 그에 따라 약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중 전문직 일자리는 120만개로 전망되는데, 현재 대학 졸업 남성 인력의
대부분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를 여성 인력이 채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54%에 불과한 대학 졸업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고 특히 올해는 사상 최대의 취업난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은 현실감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여건이
지금처럼 계속 나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고
도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일자리가 과연 그렇게 많이 생길 것인지 의문을 가지는 것
도 별 의미없는 일이다. 단지 그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제 상태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해야 하고 지금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할 때라는 시사점
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글의 목적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전반
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다. 먼저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배출 및 활동 현황과 문
제점을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도되고 있는 시책들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성 과학기술 인력과 관련해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할 것이
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과학기술 참여 일반 현황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특징은 한마디로 고급 여성인력의 낭비 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이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는 비율은 매우 높지만 이들의 취업률과 사
회적 성취도는 매우 낮아서 애써 양성한 고급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형편이
다. 1998년 현재 35 - 44세 여성들의 11%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OE CD 평균 13%에
조금 못미치지만,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24 - 35세 여성들은
20%가 4년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고 이는 OE CD 평균인 16%를 훨씬 능가한다
(OE CD , 2000). 그러나 이들의 취업률은 OE CD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경제 활동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하위직,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전문직, 고위직 비
율이 매우 낮다. 유엔개발계획(UNDP )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교육, 평균
수명 등을 기준으로 한 여성관련 개발지수 에서는 조사 대상 144개국 중 30위였지만 전문
직 종사율,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한 여성 권한 지수 에서는 조사 대상 70개국 중 63위
로 나타났다.1)

- 1 -

과학기술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여성들과는 거리가 있는 분
야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기로 유명한 캐나다나 북유럽 국가들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에 여성의 참여가 미약할 것
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취업률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 정도에 비해 매우 낮고
취업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하위직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여성의 참여와 관련
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특기할만한 점은 전공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하여 공학 전공자의
비율은 아주 낮고 이학 전공자의 비율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2000년에 배출된 학사 인력을
보면 전체 이학 전공자 중 여성이 52%로 절반을 넘어섰지만 공학 전공 학사 중 여성의 비
율은 17.7%에 불과했다. 여성 이학 전공자의 증가 추세는 과학기술에 대한 여성의 관심 증
가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학 관련 일자리보다는 공학 관련 일자리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
한 괄목할만한 이학 전공 여성 학사의 증가가 오히려 이학 전공 여성의 실업 및 저활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책 방안은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때 이학과 공학의 적절한 비율, 이미 배출된 실업 상태의 이공계 전공 여성들
의 일자리 제공 및 경력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몇가지 용어를 분
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식통계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은 크게 연구원, 연구
보조원, 기타 연구개발 지원업무 종사자로 구분된다. 연구원은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과 부설 연구소 연구원뿐만 아니라 박사과정
학생도 포함된다. 연구보조원은 대학의 석사과정 학생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의 감독 아래 연
구개발 활동 보조 또는 관련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리고 지원업무
종사자는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지만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이 아니라 연구행정 지원을 포
함한 연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과학기술부, 2000; 25 - 26 ). 이 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연구원 개념으로 수치를 인용한다.

3.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배출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의 이공계 전공 비율 증가와 이학 전공
자와 공학 전공자의 불균형이다. 1990년대를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 급성장과 사회 인식 변
화에 따라 여성들의 고학력화가 두드러졌고 이공계 전공 비율도 꾸준히 증가했다.
1991년과 2000년을 비교해 보면 이학전공자에서 여성의 비율이 학사는 38.5%에서 52%로,
석사는 27.7%에서 34.5%로, 박사는 18.6%에서 22.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학 전공자에
서 여성의 비율이 학사는 7.9%에서 17.7%로, 석사는 4.8%에서 8.2%로, 박사는 1.2%에서
4.4%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 학위 취득자 중 이공계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표 1> 참조). 이같은 배출 규모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24세 인
구대비 여성 이공계 학사인력의 비율은 1997년 현재 일본(1.9% ), 대만(2.5% ), 독일(2.8% ), 미

1) UNDP , Human Dev elopm ent Report 2000 http://www.undp.org/hdr2000/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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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3.9% )에 비해 우리나라(4.5% )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N SF , 2000).

< 표 1> 여 성 과학 기 술 인 력 변 화
(단위: %)

이공계 학위취득자 중 여성비율 여성 학위취득자 중 이공계 비율
이학전공
1991

2000

공학전공

이학전공

1991

2000

1991

공학전공

2000

1991

2000

학사

38.5

52.0

7.9

17.7

8.6

10.9

4.1

9.1

석사

27.7

34.5

4.8

8.2

7.6

7.5

3.8

6.8

박사

18.6

22.1

1.2

4.4

14.3

11.2

1.5

5.4

전공별로 보면 이학 전공자의 비율이 공학 전공자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원인을 분석
해 보면 첫째, 공학보다는 이학 분야가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여전히 유
효하고, 둘째, 일반 고등학교에서 최근까지도 여학생들에게는 산업기술 과목을 수강할 기회
가 없었고, 셋째, 전국에 분포하는 4년제 여자대학은 우리나라 여성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화여자 대학교만이 1996년에 공과대학을 설치했을 뿐이기 때문이
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과대학 여학생 수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표 2> 참
조).

< 표 2> 주요 공과대학 여학생 현황 국내외 비교
학사과정
구분
국내

해외

대 학
서울공대('01)

전 체
여학생
학생수
5,731
619

(단위: 명, %)
박사과정
전 체 여학
학생수
생
%
710
33
4.6

석사과정
%
10.8

전 체
여학생
학생수
1,585
207

%
13.1

KAIST ('01)

2,665

597

22.4

1,713

339

19.8

2,542

163

6.4

포항공대('01)

1,371

200

14.6

726

143

19.7

735

58

7.9

美 MIT ('01)

4,300

1,768

41.1 대학원생 전체 5,672명
(여학생 1,519명, 26.8%)

美스탠포드대('01)

6,548

3,243

49.5 대학원생 전체 7,700명
(여학생 2,765명, 35.9%)

獨베를린공대('00) 29,631

10,836

36.6

-

獨뮌헨공대('00)

5,929

30.5

-

19,454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개발연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학 전공자의 수요가 월등히 많다. 이에 따라 대학의 정원
도 이학 분야는 감소하고 공학 분야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학사급 여성의 이학 전공자
증가는 이러한 추세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여학생들의 이학 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가 때문이
라기 보다 남학생들의 이학 전공 기피에 따른 결과의 측면이 강하다. 이는 여성 이학전공
학사급 인력의 취업난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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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성 공학 전공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
을 할 수 있다. < 표 1> 에서 보듯이 여성 학위 취득자들 중에서 이공계의 비율이 1990년대
초에 비해 이학 전공은 감소하는데 반해 공학 전공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기 때문이다.

< 표 3> 의 최근 이공계 입학자 현황에서 보듯이 여학생의 공학 전공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
가하고 있고 절대 수에서는 이학 전공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여성을 위한 공학 전공
선택 촉진 프로그램과 직업 경로가 개발되고 시행된다면 여성 과학기술자의 분야간 균형과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표 3 > 최 근 4년 간 이 공계 입 학 추이
이학전공
1998
계
31,272

1999
여
15,455

계
32,926

49.4%

여
17,120

2000
계
여
33,759
17,640

52.0%

52.3%

2001
계
33,775

여
18422
54.5%

공학전공
1998

1999

2000

2001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85,293

13,793
16.2%

88,025

14,659
16.7%

88,498

16,781
19.0%

90,129

18,297
20.3%

자료 : 교육통계연보

4.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활동은 1970년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1980년대
의 기업, 1990년대의 대학 연구역량 확충을 축으로 전개되었다. 여성 연구개발 인력의 전개
상황은 이러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활동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나 이공계 전공 비율이 낮았던 197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 연구소가 급성장
한 1980년대에도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참여는 매우 부진했다. 기업 수요가 많은 공학 전공
여성의 수가 극히 미미했기 때문이다.
반면 1990년대에는 < 표 1> 에서 보듯이 여성 이공계 전공자의 증가로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풀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들을 토대로 여성 연구개발 인력의 증가가 이루어
졌다. 또한 출연연이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의 비중이 높은 대학
의 연구활동 규모가 커짐으로써 한편으로는 여성 과학기술자의 양성에, 다른 한편으로는 여
성과학기술자의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 그림 1> 에서처럼 1990년대를 통해
전체 연구원 규모가 제한적인 출연연을 제외한 대학과 기업연구소의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공학을 전공한 여성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나 취업 기관도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여성 연구인력의 전체적인 증가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표 4>
와 같이 최근 몇 년간의 통계에서 IM 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면 전체 연구개발
인력의 증가율보다 여성 연구개발 인력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
한 추세, 여성 공학 전공자의 증가를 함께 고려한다면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구성비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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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그 림 1> 여 성 연구 개 발 인 력 연 구 개 발 주 체별 연 도 별 추 이

< 표 4> 여성 연구개발 인력의 연도별 추이
구
분
총 연구원 수(명)(A)
증 가 율 (%)
여성연구원 수(명) (B)
증 가 율 (%)
B/ A (%)

'93
98,764
11.3

'94
117,446
18.9

'95
128,315
9.3

'96
132,023
2.9

'97
138,438
4.9

'98
129,767
▽6.3

'99
134,568
3.7

6,590
14.3

9,052
37.4

10,235
13.1

11,166
9.1

12,545
12.3

12,317
▽1.8

13,009
5.6

6.7

7.7

8.0

8.5

9.1

9.5

9.7

자료: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점에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관련
하여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과학기술 인력은 배출에 비해 현저하게 저활용되고 있다. 1999년 현재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인력에서 여성은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 표 1> 에 나타난 배출 통계와 비교할 때 현
저하게 낮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더구나 대학 입합정원의 최근 추이 및 여성의 고학력화
를 고려한다면 이공계 여성 인력 배출은 수와 질에서 현재보다 빠른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
서 연구개발 활동에서 여성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점점 더 많은 여성 과학
기술 인력이 배출만 되고 활용되지 못하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인력, 특히 박사급 고급인력의 경우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의 비중이 높다. 이는 여성들이 과학기술 활동에 성
공적으로 진입했다 하더라도 연구 업적 관리와 승진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고 있다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전공 분야나 민간공공 영역에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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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정책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1999년 기준으로 여성 연구원들의 비율은 대학 14.3%, 시험연구기관
10.6%, 기업체 6.2%였다. 즉 여성 연구원 비율에서 대학은 전체 평균보다 높고 시험연구기관은
비슷한 수준이며, 기업은 훨씬 낮은 수준이다. 기초연구, 응용연구의 비중이 높은 대학과 시험 연
구기관의 여성 비율이 개발 연구를 주로 담당하는 기업의 여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
성 과학기술 인력에서 이학 전공 비율이 공학 전공보다 높은 현실을 반영한다.
학력 수준별로 보면 1999년 기준으로 여성 박사의 86.9%가 대학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는 여성 이공계 박사 인력의 절대 다수가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199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문대학 이상의 전체 이공계열 교수 중 여성의 비율은 3.8%에 지
나지 않는다. 농수산 분야, 기초의학, 약학 그리고 기타 분야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여교수의
비율은 1,820명(8.3% )에 불과한데2), 같은 해 대학에 속한 이공계 여성 박사 인력은 4,102명
이었다. 그러므로 대학의 여성 이공계 박사의 절반이 넘는 약 56%가 박사 후 연구원, 계약
연구원 등 불안정한 신분에 처해 있다. 반면 같은 해 남성 이공계 교수는 20,053명이고 대학
에 속한 남성 박사 연구원은 27,638명이었으므로 대학에 속한 남자 박사의 경우 약 73%가
교수이고 27%만이 임시직이었다(노정혜, 2000; 9).

< 표 5> 여성 연구원의 연구개발주체별 , 학력별 분포
(단위: 명, %)
시험연구기관

대학

기업

합계

1998

1999

1998

1999

1998

12,587

13,986

51,162

50,155

66,018

70,431 129,767 13,456

(9.7)

(10.4)

(39.4)

(37.3)

(50.9)

(52.3)

368

389

4,102

3,844

249

188

4,719

(7.8)

(8.8)

(86.9)

(86.9)

(5.3)

(4.3)

(100.0) (100.0)

635

764

2,898

2,995

1,173

1,184

4,706

(13.5)

(15.5)

(61.6)

(60.6)

(24.9)

(24.0)

(100.0) (100.0)

294

330

281

337

2,317

2,980

(10.2)
(9.0)
(9.7)
자료: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9.2)

(80.1)

(81.0)

총인원

박사

석사

학사

1999

1998

1999

(100.0) (100.0)

2,892

4,421

4,942

3,676

(100.0) (100.0)

* ()은 각 기관별, 학력별 비율임

이공계 박사인력 전체 배출규모의 비로 볼 때 여성들이 불리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별 구성비를 볼 때 남성 박사들에 비해 여성 박사들은 시험연구기관이나 기업
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고급 여성 과학기술 인력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취업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그 결과 여성 연구자들의 경력 성장은 제약을 받게 된다.
여성 석사 인력 역시 70% 이상이 대학과 시험연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박사급 교
수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인 시험연구기관에서 석사 출신 연구자들

2) 여성교수의 비율이 15%가 넘는 영양학, 약학, 간호학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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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 석사 인력은 경력이 쌓여도 승진하
기 힘들고 계속 하위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21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경우에도 여성 연구인력의 분포 경향은 대학과 매우 유사하다.
여성 연구원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비중이 더욱 낮아진다. 2000년
12월 현재 전체 연구원 5,340명 중 여성 연구원은 6.9%인 366명에 불과하여 전체 평균
9.7%에 못 미친다. 또한 상대적으로 상위직 비율이 낮아서, 책임급은 전체 1,900명 중 2.6%
인 50명으로 전체 평균 비율 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선임급은
전체 2,526명 중 8%인 201명, 원급은 전체 914명 중 12.6%인 115명으로 나타났다(< 표 6>
참조).

< 표 6 > 정 부 출 연 연 구 기 관 의 여 성 연 구 인 력 현 황 (2 0 0 0년 12월 )
(단위: 명, %)
책임급 연구원
전체

여성

공공기술연구회

544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과학기술부

292
648
416

총계

1,900

선임급 연구원

%

전체

여성

11

2.0

681

15
22
2

5.1
3.4
0.5

251
1,177
417

50

2.6

2,526

201

원급 연구원

%

전체 여성

20

2.9

252

34
128
19

13.5
10.9
4.6

126
502
34

8.0

914

계

%

전체

여성

18

7.1

1,477

49

3.3

18
74
5

14.3
14.7
14.7

669
2,327
867

67
224
26

10.0
9.6
3.0

115

12.6

5,340

366

6.9

%

자료: 과학기술부

민간 연구소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고 하급직에 몰려있는 정도가 가장 심각
하다. 남성의 경우 석사 인력이 전체 기업 연구 인력의 절반을 넘는 가운데 연구에서 중추
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1999년 현재 민간 기업의 여성 연구인력의 학위별 분포는 학사
64.8% , 석사 26.8% , 박사 2.9%이고, 연령 분포는 20대가 65.0% , 30대가 32.2%이다. 이러한
학력, 연령 분포는 여성 인력이 기업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중심을 형성하지 못하고 보조 인
력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1999년 현재 전체 여성 연구인력의 66.0%가
조직의 가장 하위직인 연구원인 반면 선임급 10.4% , 책임급은 2%에 불과하다(< 표 7> 참조).

< 표 7> 기업 연구소 여성연구원 학위별·직위별 분포

연구원수(비율)
연구소장

박사
116(2.9)

석사
1,057(26.8)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단위: 명, %)
기타
213(5.4)

학사
2,555(64.8)
전임연구원

주임연구원

연구원

288(7.3)

496(12.6)

2,600(66.0)

연구원수
13(0.3)

27(0.7)

108(2.7)

409(10.4)

(비율)
자료: 산업기술진흥협회 (1999).

5. 관련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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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로 양적 통계를 중심으로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황과 그에 따
른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이공계 여성 인력의 문제에 정책
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무렵이다. < 그림 1> 에서 보듯 이 시기에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과학기술자가 급속한 증가를 보였고, 지식기반사회로의 전
환에 따른 여성 인력의 활용, 인터넷과 정보화의 빠른 확산, 여자 대학의 공과대학 설치 등
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
이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단,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1996년에는 이화여자
대학교에 여자대학 최초로 공과대학이 설립되었다. 이화여자 대학교는 우리나라 고급 여성
인력의 산실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4개 학과로 구성되었고 여성
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이 사건은 여성의 공학 교육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
를 가진다. 또 반드시 이공계 연구로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1997년부터는 과학기술부가 5년
간 연구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는 여자대학 연구기반 확충 사업을 시작했다.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활용은 여성 정책, 과학기술 인력 정책, 과학교육 정책이 중
첩된 문제다. 그러나 여성 과학기술 인력 문제가 제기된 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쪽은 과학기술 정책 분야였다. 현재 과학기술부는 취업 상태에 있는
우수 여성과학자와 미취업 상태의 유망 여성과학자의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2년째 실시하
고 있다. 또한 여성 과학기술인상을 제정했고,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여성 과학기술자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성 과학기술자의 절대 규모 못지 않게 이미 배출된 사람들조차
비정규직에 있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러한 정책들은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
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활용면에서 박사급 고급 인력 못지 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학사 인력의 이학
대 공학 불균형과 이학 전공 여성 학사들의 활용 방안,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M 자형 취업 패턴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 보육, 과학교육, 고용, 과학문화의 정책적 관점
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다른 정책 영역에서는 아직 여성 과학기술자의 문제가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여성 정책에서도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직 별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1998년
부터 시작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2년간 사업 실적을 보면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사업수도
작고 그나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프로그램과 정보화 교육 확충이 대부분이다.
과학교육과 관련해서도 7차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통합된 기술·가
정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바뀐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 필요한 산업기술 과목 교사와 가정 과목 교사의 학교 이동은 아직 크게 눈에 띄지 않
는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남녀 차별적인 교과 내용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나 맥켄
지 보고서는 여전히 과학기술은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이 상당히 남아있
다고 지적한다.
이미 배출된 여성 과학기술자의 활용이 당면한 정책 과제라고 하면, 여성 과학기술자의
양성 정책은 장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절대수에서 여성 과학기술자의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기 때문이다. 여학생의 이공계 전공 선택을 촉진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여성부는 여
학생 친화적인 과학 프로그램 개발 , 과학기술부는 W ISE (w om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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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ien ce

an d

en g in eerin g 사업단의 멘토링 프로그램 을 지원하고 있다(< 동아일보> , 2001. 11. 20). 이런
형태의 사업들은 현재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실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촉진 프로
그램의 성공 여부는 지속적인 사업 시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보완 여부에 달
려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W ISE 사업은 시작 단계이다. 서구에서 W ISE 사업은 특정한 프로그램
을 지칭하기 보다 여성들의 이공계 진출 촉진과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우수 여성 과학자 발굴 및 업적 홍보, 이공계 전공 여학생들에
대한 각종 지원, 대학의 이공계 여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여성 과학기술자 채용 목
표제를 포함한 취업 촉진 사업, 경력 여성 과학자의 재취업, 여성 과학자의 전공 분야 전환
교육, 여성 과학기술자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6. 맺음말
우리나라 여성 과학기술자 문제의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게 하
는 일들이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책 분야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
기 시작한 것,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고급화 및 이공계 비중의 증가 추세, 한국여성과학기술
인 협회를 중심으로 여성 과학기술자들이 동료와 후배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 한 해에 100억 이상의 연구비를 집행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인간유전체 사업단장에 여성과학자가 선정된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계의 관심과 개별 사업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는 방안에는 넓게는 과학기술과 여성의 영역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국가가 지원하
는 보육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있고, 좁게는 각급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서의
성평등적인 과학 교육과 연구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 등이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활용,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 먼저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첫째, 각급 교과과정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정해야 한다. 둘째, 여학생이 과학기술에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더욱 확대 운영한다. 셋째, 대학, 특히
여자 대학의 학과별 정원 유연화를 통해 사회적 수요가 많고 전망이 밝은 분야로의 진출 및 취
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 추가 설치나 현재 과잉 배출되는 이학 전공
여성 학사들의 공학전공 대학원 진학 촉진 프로그램이 있다.

넷째, 사회와 여성의 인식 변화를

위해 꾸준히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성과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과학문화 사업을 기획·시행한다.
과학기술 인력 활용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불안정한 직위에 있는 석·박사 여성
과학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
과학기술자 취업 네트워크 강화, 경력 개발 및 전환 프로그램,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진출 촉진, 민간기업의 여성 과학기술자 고용 및 승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의 과학기술 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첫째, 여성들의 전반적인 M 자형 취
업 패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을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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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프로그램 개발, 궁극적으로는 보육 정책의 획기적 확충과 지원을 통한 경력 단절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활동의 양적·질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DB 구축이 필수
적이다. 또한 취업률, 임금, 경력 이동, 근무연한, 주요 업무 내용 등을 포함하는 질적인 통
계와 여성 연구자 1인당 연간 평균 사용 연구비, 논문 또는 연구 보고서 발표 실적, 연구비
지원 신청 및 선정율 등 연구 활동을 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연구와 통계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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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인력현황 및 지원제도 점검
산기협 허현회 이사
1. 머리 말
최근 들어 전반적인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대졸취업이 매우 어렵고 실
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IT 산업과 벤처기업이 경제회생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벤처 업계에 뛰어들었던 많은 인력들이 벤처기업의 도
산이 잇따르고 살아남은 벤처기업들도 본격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벤처실업인구 약 1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기술(IT )분야 종사자(대기업 포함)가 1998년 50만 6,500명에서 올해
42만 8,600명으로 8만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벤처 실업자는 8～10만
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벤처기업도 98년 1,226개, 99년 2,324개, 지난해 2,643
개로 늘어났지만 올해 들어서는 급격히 줄어 지난달까지 등록한 벤처기업은
268개였다. 벤처기업으로 등록했다가 폐업 등의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업체
는 98년 7개, 99년 86개, 지난해 121개였으나 올해에는 9월까지만도 500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동아일보, 2001. 11. 5.).
벤처기업의 성장은 전반적으로 기업의 연구원 채용과 양성전략 뿐만 아니
라 정부의 연구인력지원정책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으며, 벤처기업의 몰락과
그리고 벤처실업의 증가는 향후 연구인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대기업의 우수연구
인력지원정책으로 가장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던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최근
수년간 벤처기업의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나 최
근 벤처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제도운영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으로 연구인력이 대이동하고 교수창업이 활성화되면서 고급
인력이 대학에 남는 바람에 우수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게된 기업이 해외
의 우수인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정부의 해외인력지원정책에 이러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최근 우리나라 연구인력의 특징적
양상 및 전반적인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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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민간연구원 증가의 특징적 양상
최근 수년간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증가는 주로 벤처기업과 IT 기업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내에서의 연구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민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 연도별 현황(2000년 12월말 기준)을 보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 연구소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 ' 99년 대비 60.8%
나 증가된 7,733개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연구원 수도 지난 ' 99년
91,003명에서 2000년도에는 17,346명이 늘어난 108,349명의 연구원이 연구활
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 99년도의 56,451명과 비슷한
55,478명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소 설립은 '99년도 1,135개
대비 2000년 1,405개 증가(2,540개)하는 등 활발한 연구소 설립 움직임에 힘
입어 연구원 수가 52,871명으로 급증하여 마침내 중소기업의 연구원 수가 대
기업의 연구원 수보다 많게 되었다.
이러한 중소기업 연구원 수의 급증요인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신설 연구소
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 구조조정이나 신사업 착수 등의 변수 외에 크
게 영향을 받을 요인이 많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IT 및 생명공학(바
이오 포함) 산업의 발전에 따른 벤처기업의 연구소 설립 활성화로 인해 연구
소 증가와 더불어 연구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표 1> 연 도 별 기 업 부 설 연 구 소 연 구 원 수 현 황
(단위: 명)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연구원수

38,643

43,872

49,152

63,037

70,503

80,262

85,672

91,003

108,349

중소기업

8,100

9,685

11,549

16,235

18,814

22,628

27,010

34,552

52,871

대 기 업

30,543

34,187

37,603

46,802

51,689

57,634

58,672

56,451

55,478

주: 연구원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을 가리킴(연구보조원 제외)
자료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역별 연구원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역의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가 밀
집된 현실을 반영하여 가장 많은 77,275명(71.3%)이며 다음으로는 영남권 지
역으로 16,036(14.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수
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이 45.7%인 35,301명이며 경기 지역이 47.6%인 3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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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연구소수가 3,518개로 경기도의 1,893개에 비해 2배
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경기지역이 많은 것은 서울에는 주로 소
규모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최근
수년간 서울지역에 수많은 중소규모 IT 기업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 표 2> 지역 별 연 구원 수 현 황
(단위: 명)
구 분

수도권지역

제주

해외

11,879

52

194

254

4,862

34

25

150

7,017

18

169

인천

경기

소계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소계

35,301 5,175

36,799

77,275

6,093

2,877

2,505

404

중소기업

25,517 2,243

12,875

40,635

1,963

1,547

1,098

대기업

9,784 2,932

23,924

36,640

4,130

1,330

1,407

연구원수

구 분

서울

중부권지역

영남권지역

호남권지역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소계

광주

전남

1,845

2,461

5,730

1,486

4,514

16,036

1,027

575

1,311

2,913

108,349

중소기업

1,345

547

1,980

1,108

1,392

6,372

364

130

449

943

52,871

대기업

500

1,914

3,750

378

3,122

9,664

663

445

862

1,970

55,478

연구원수

전북 소계

총계

부산

자료원: 산기협, 2000. 12월말

연구분야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IT 를 중심으로 연구인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기·전자분야의 활발한 기업설립 및 연구소 설립경향
에 따라 전기·전자분야의 연구원이 가장 많은 63,658명(58.8%)으로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기계분야의 연구원 수가 22,093명(20.4%)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는 화학, 식품, 섬유, 건설·엔지니어링, 기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연구원 수가 많은 분야인 전기·전자분야의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의 연구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전기·전자분야에서 활발한 중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생명공학으
로 구분되는 화학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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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연구 분야 별 연 구원 수 현 황
(단위: 명)
구 분

기계

전기·전자

화학

식품

섬유

연구원수

22,093

63,658

13,354

1,670

1,166

중소기업

8,933

33,632

6,692

439

대기업

13,160

30,026

6,662

1,231

건설·Eng.

기타

총계

3,784

2,624

108,349

254

2,079

842

52,871

912

1,705

1,782

55,478

자료원: 산기협, 2000. 12월말

3. 연구인력지원제도의 현황 분석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직접지원제도와 간접지원제도로
나눌 수 있다. 직접지원제도는 정부가 예산이나 정책을 통하여 기업이 직접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제도이다. 간접지원제도는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
에서 기업의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는 주로 직접 지원이며, 간접지원정책
은 조세지원제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지원)제도는 대표적인 연구인력지원제도이다. 대기
업의 경우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2명 이상이
근무하면 전문연구요원선발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석사이상의 학위보유
자를 선발하여 5년간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00년부터 신청접

수업무가 과학기술부에서 산기협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 지원제도
는 업체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원제도 중 하나로서 최근 벤처기업지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선정업체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 4 -

< 표 4> 연도별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 및 배정인원 현황
자 연 계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주:

(

계

소계

특정연구
과학진흥
국공립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부설

인문
사회

대학
연구

방산
연구

업체

1,220

1,055

119

467

469

152

13

배정
인원

3,150

2,614

527

1,501

586

441

95

업체

1,543

1,333

141

502

690

11

185

14

배정
인원

3,150

2,675

483

1,362

830

8

387

80

업체

1,838

1,590

161

511

918

11

222

15

배정
인원

3,000

2,532

481

1,108

943

6

409

53

업체

2,400

2,118

189

534

1,395

11

256

15

배정
인원

3,130
(345 )

2,559
(200)

463

900

1,196
(200)

(45 )

531
(100)

40

업체

3,519

3,203

221

580

2,402

47

254

15

배정
인원

3,000
(78 )

2,464

318

395

1,751

(78 )

473

63

기타

)는 보충역 배정인원임 .

특례기관수는 81년 이후 97년까지 930여 개가 지정되었으나 2001년에는
2,980여 개로 4년 사이 200%이상 증가하며 인원배정의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로 인해 90년도에는 10년 이상 장기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제한과 정보
처리업종에 대한 중복지정을 배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01부터는 과학기
술부에서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신청 및 소요인원 요청업체에 적용하는
등 제도참여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연구개발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활용도가 높은 사업이 해외과학
자(러시아 동구권 등) 유치사업이다. 동 사업은 우수 외국 과학기술인력의 유
치와 현지 연구시설 활용을 통해 국내 애로기술의 해소 및 첨단 원천기술을
획득하고 인력교류를 토대로 러시아·중국·동구권 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적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92년 37명을 유치하면서부터 시작
된 기업의 연구인력지원제도이다. 러시아 동구권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급여
가 월 2,500불 이하로 선진외국인력 활용과 비교할 때는 1/ 5～1/ 20 정도이
며 국내비용과 비교할 때도 1/ 3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항공료
전액 및 체재비의 90%를 지원해주며 대기업의 경우 항공료 전액과 체재비
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2001년도 사업으로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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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총 33개 사가 41개 과제로 58명을 신청했으며 그 중 41명이 선정되었
다.

< 표 5> 해외과학자 유치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명 )

구 분

' 92

' 93

' 94

'95

'96

'97

'98

' 99

2000

계

유 치

37

59

54

76

86

64

124

104

97

701

파 견

-

24

8

11

11

5

16

11

12

98

현지 Lab

-

-

-

-

-

-

-

-

(6)

(6)

계

37

83

62

87

97

69

140

115

109

799

주 : 현지 Lab의 경우 2000년도부터 지원, 교류실적에서는 제외

< 표 6> 국가별 해외과학자 유치실적
(단위 : 명 )

국가
누계

러시아 중국
460

155

벨라 우크라 우즈베 헝가
루스 이나 키스탄 리
14

45

10

2

폴란
드

루마
니아

기타

합계

5

5

5

70 1

Br ain - pool(해외고급두뇌 초빙·활용) 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현지
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학위·경력에 상관
없이 탁월한 연구개발성과 또는 Know - how를 보유한 해외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초빙하여 최신 과학기술 및 Know - how 등을 조기에 습득하고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9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기초, 기계·소재, 전기·전자·정보통신, 화공·생명과학, 자원·해양, 에너
지 등 6개 활용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아니더라도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로서 총괄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초
빙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자들의 초빙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며 체재비 및 항공료,
이사비용, 보험료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공립연구기
관에 비해 체재비지원이 낮게 책정되어 체재비의 80%만을 지원해주고 있으
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없이 알선만 하고 있어, 기업의 경우 활용도는
아직 낮은 실정이다.
P ost - Doc(박사 후 해외연수)제도는 82년부터 한국과학재단 주관으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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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신진과학기술인력의 연구개발능력과 선진과학기술
의 조기습득을 위하여 매년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역
시 산업계의 이용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사내기술대학(원) 육성지원사업은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산업계에
서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인력을 해당기업의 특성에 맞게 양성하는 것을 지
원하기 위한 ' 99년 14개가 설립되었으며, 연간운영비의 5% (중소기업의 경우
15%) 상당액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학술연구용품 및 실험실습
기자재 수입시 관세의 90%를 감면하며, 교육기간 2년이상 수료자에 대해서
는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재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시책
을 강구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경제가 위축되면서 기업체의 자체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위축과 평생직장개념에 대한 변화로 인해 2000년에는 99년에 비해
5개사가 줄어든 9개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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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사 내 기 술 대 학 (원 ) 설 치 운 영 현 황
구분

99

2000

증감

전문대학과정

2

0

-2

대학과정

5

2

-3

대학원과정

7

5

-2

계

14

7

-7

자료원 : 과학기술부, 2000과학기술연감, 2001. 4.

여성과학기술인력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여
성과학기술자를 양성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체 연구개발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미국 34%, 유럽
선진국 20% 등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10% 정도로 매우 낮고 대학교수의 여
성비율도 6.0%로 선진국의 25%에 비하여 크게 낮은 형편이므로 이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여성연구원비율은 6.9%에 불과하여 채용목표제를 정부출연연구소에 우선 도
입하여 2003년 10%, 2010년에는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경우 여
성연구원은 전체연구원의 5%정도로 추산되는데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현재로서 특별한 지원시책은 없는 실정이다.
연구인력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간접지원제도는 조세지원제도로 크게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는 내
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에서 자체기술개발,
위탁훈련비 등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공제대상으로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 모
든 내국인이 대상이며 세액공제 방법으로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
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당
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공제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기술자가 엔지니어링 또는 근로를 제공해 주거나 특정연구기
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외국인 기
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특정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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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기계·전자·전기·항공
공업 등 해당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
지고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기술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 정부의 기술개발인력지원정책 중 금년도에 사라진 제도로서 고급
과학기술인력 활용사업으로 미취업 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 연구 및 기술지원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현장기술
지원사업, 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화 근로사업 등이 있
었으나 금년도에는 폐지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인턴연구원 지원사업만이 남아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및 출연연구소 등 연구현장에
우수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자본재산업에 근무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 지난해까지 시행되었으나 금년도에는 폐지되었다.
< 표 8> 정부 인력관련지원제도의 활용경험 및 도움정도 (복수응답 )
(단위: 개사, %)

응답율(개소, %)
활용경험

주요 지원제도명

있음

도움정도

매우
큰 도움
69(46.9) 70.5
없음

약간
도움
24.4

도움이
안됨
5.1

1.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

78(53.1)

2. 러시아 및 동구권 과학기술자 유치지원 사업

13(9.1)

130(90.9)

38.5

61.5

0.0

3.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제도

4( 2.8) 138(97.2)

100.0

0.0

0.0

15(10.6) 126(89.4)

40.0

46.7

13.3

3( 2.1) 138(97.9)

33.3

66.7

0.0

인턴연구원제도

33(23.1) 110(76.9)

30.3

66.7

3.0

과학기술지원단

10( 7.1) 130(92.9)

50.0

40.0

10.0

정보화지원단

15(10.7) 125(89.3)

40.0

60.0

0.0

92(63.4)

53(36.6)

55.4

44.6

0.0

8.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 27(19.0) 115(81.0)

77.8

18.5

3.7

50.0

50.0

0.0

4. 이공계교수 산업현장 근무프로그램
5. 사내기술대학(원) 육성·지원제도
6. 미취업·실직 고급과학기술인력 활용

7.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9.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8( 5.7) 132(94.3)

자료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 확보·활용 및 교류현황조사, 2000.

한편 연구인력지원제도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제도는 조세지원병역특례제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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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해외고급두뇌유치, 브레인풀 등 제도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의 고급인력을 채용하여 큰 효
과가 보았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해외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연구인력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인력의 문제는 기업연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연구인력난은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산기협이 1년간 매분기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상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연구인력의 확보·
유치 및 양성·보상·이직 등 인력문제가 가장 큰 애로요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

2000년 3/ 4분기에도 66.7%의 기업이 인력양성 및 확보상의 애로를

호소하였으며 2001년 2/ 4분기에도 59.4%가 인력문제로 전분기에 이어 가장
높았다.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 전자 소재 및 부품, 가전, 컴퓨터, 통
신기기, 의료정밀 측정 광학기기, S/ W 컴퓨터 운용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인력확보 및 양성의 문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그 림 1> 민 간 기 업 연 구 개 발 활 동 상 주 요 애 로 요 인

연구인력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논의에 있어 첫째, 민간 연구인력확
보애로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급불균형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재 국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가 각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인재양성
이 어렵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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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각 부 처의 과학 기술 인력 양성 정책
관 계 부 처

주
요
정
책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교육인적자원부 ·이공계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
문 화 관 광 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기계류 및 부품 설계인력 재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2000년 142억원)
·무역전문인력 및 e- biz 인력 양성
인력 양성(2001년 5만명)
정 보 통 신 부 ·IT
- IT 학과 증설, 교육비 지원 등
·광기술 등 신기술 연수를 위해 신산업기술센터 건립 추진
노
동
부 ·IT
등 첨단직종의 훈련강화(실업자 6만명, 재직자 15만명)
산 업 자 원 부

여

성

부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자료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관리, 2001. 8.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창출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기술분야간의 경계들이 모호해지는 추
세가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력정책의 최우선과제는
수급불균형 해소이며 이를 위해 다원화 되어있는 각 개별부처의 정책이 국
가차원의 목표에 따라 종합조정되면서, 추진된 정책을 효율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민간의 연구인력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등지원을 재
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등지원은 조세지원정책
이나 전문연구요원지원제도, 해외인력유치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창조적 파괴나 근본적인 혁신은 오히려 대기업
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이 다시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
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인력지원정책은 국가의 경쟁력과 전략
기술개발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현재 기업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배정인원에 대한 요청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연계석사이상의
인원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여 인원배정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0년도에는 1,321개
연구소가 신청을 하여 941개가 새롭게 선정이 되었으며 2001년 현재 1,074개
가 신청을 하여 선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년도에 이와 관련하여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예년까지의 인원배정 시스
템을 보면 전년도 채용실적과 석사이상의 연구원수가 인원배정의 주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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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연구력을 평가하는 등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인
원배정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우수한 연구소라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객관적으로 평
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없지 않으나 향후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수가 연구기관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게 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객
관적인 기준을 통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복무관리 부실연구기관을 정리
하여 연구기관수를 조정, 실제로 우수한 인력이 기술개발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부실연구기관의 정리 못지 않게 인원배정 대비
편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 인원배정을 받고도 채용하지 않아
실제로 편입되지 못하는 석사이상 인원이 매년 700명을 넘어서고 있어 전문
연구요원을 채용하고자 하여도 배정된 T / O가 부족하여 채용을 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야 할 것이다. 인원재배정제도를 적극 활용, 채용
계획이 확실하여 배정된 T / O를 소진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재배정은 배정
대비 편입률을 높이는데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분야의 급격한 연구기관수 증가와 이에 따른 부실연구기관 양산
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률 저하를 발생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980여
개의 지정업체 중 1,930여개가 전기전자 및 정보처리와 관련된 업체로 1,100
여명에 불과한 2002년도 대학원 석·박사 배출인원(병역미필자)을 훨씬 초과
한 상태이며 기계금속 및 건축토목의 경우 연구기관수는 각각 324개 업체에
600여명과 146개 업체에 335명으로 연구기관의 수가 배출인원에 비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격한 연구기관수의 증가는 업체별 평균 배정비율을 낮추어 실제적인 지
원효과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부실연구기관을 양산하게 되어 제도의 의미를
바래게 하고 있다. 부실연구기관 선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소 설립 후 일
정기간이 경과하고 상시근무하는 석사이상연구요원의 근무기간을 적어도 신
청접수일로부터 몇 개월 이전에 채용된 사람에 한해 인정함으로써 날로 증
가해가는 연구기관의 신규선정을 줄임과 동시에 자격연구기관 총량제를 마
련하여 연구기관이 폐쇄되거나 취소되는 수만큼만 연구기관을 신규 선정하
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네째,

러시아나

동구권

해외과학자

유치지원사업이나

Br ain - P ool제도,

P ost - Doc제도의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브
레인 풀이나 포스닥 제도의 경우 기업의 참여율이 낮고 해외과학자유치활용
의 경우도 일부기업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다. 차제에 왜 기업의 참여율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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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더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율을 높인다는지, 참여국가를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기존의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제도의 통폐합문제나 또
는 인력중계알선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한다.
다섯째, 사내기술대학(원)의 경우 기업내 자체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위축과 더불어 2000년도에는 35% 가량 그 수가 감소
하였다. 원인으로는 동제도가 세제감면과 기술인력공급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므로 인해 학위나 학력, 학점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려는 지원자들이 수가 감소하며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내대
학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본격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연구인력양성에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IMF체제 이후 실시된 실직·미취업인력 활용은 현재까지도 기업들
의 호응이 좋으며 좀더 많은 지원을 원하고 있다. IMF 체제를 졸업했다고는
하나 취업률이나 현재 연구소 신규설립수로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만큼 당분간은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연구인력알선 중개업무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구원의 소득에 대한 더 높
은 조세지원혜택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기업연구원들이 대학교수로 이동
하면 급여는 기업에 비해 떨어지지만 실제로는 대학교수에 대한 급여에 대
한 세금혜택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자본재 산업의 기술인력에 관한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금년부
터 폐지되었다. 향후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충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맺음말
현재 대입자연계열의 희망자는 줄어드는 가운데 입학정원은 증가함으로써
자연계열분야는 오히려 정원미달을 초래하게 되어 업체가 요구하는 과학기
술분야 우수인력의 양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학기술계의
인력 공급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이들 연구인력이 기업에 오면
약 3년 이상 현장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를 견인할 창조적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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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양적·질적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위한 하
부구조 구축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우선 유연하고 창조적인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에 있어 업체의 요구
와 인력의 자질 불일치야말로 고급인력수급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을 수 있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및 현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업체
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며 기업과 대학간의 연
계를 통한 현장경험 습득 및 지식의 활용과 실무적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대학정원이 분야별 인력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이공계 대학정원의 탄력성을 제고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기술분야별
Roadm ap 작성과

국가전략분야와 관련된 학제적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학제간 연구의 발전 단계별 지원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영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 우수이공계 대학진학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배분 및 활용체제 구축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인
력을 국가경쟁력과 전략산업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배분하고 중소기업에 대
한 인턴연구원 지원의 확대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비율의 상향조정,
산·학·연 협동연구의 연계 강화와 인력교류의 촉진방안을 모색하는 프로
그램의 확대운영이 필요하다.

Br ain - P ool 및 러시아·동구권 해외과학기술

인력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위한 방편으로는 기업지원을 확대해 업체 부담을
감소시키며 국가별 편중을 완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확보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스스로 의식을 변화하여
선입견을 버리고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
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경력연구인력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조기퇴

직자를 활용하기 위한 체제 구축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력 수급효율화를 위해 과학기술인력의 분류체제를
정비하고 표준화하여 관련통계간 호환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범부처적 중
장기 과학기술인력 수급 전망을 수립해야 하고, 과도한 획일성과 지나친 평
등의식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마련과 과학
기술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제적인 보상이 뒷받침되고 기술인력에 대한
지위 향상 및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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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수(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논의의 배경
2. 왜 과학기술학인가?
3. 과학기술학의 흐름과 인간관
1) 구조기능주의적 과학기술학
2) 구조기능주의적 과학기술학에 대한 비판
3 ) 구성주의적 과학기술학
4. 과학기술학의 인간관에 대한 평가
5. 과학기술 인적자원 개발의 방향
1) 과학기술자사회의 규범의 현실화
2)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3 ) 일반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
6. 결론적 제언
7. 토론

1. 논의의 배경

21세기 사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지식기반사회 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즉 최
근의 사회경제활동에서는 자본 및 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 대신에 지식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식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하는가가 한
사회의 성장에서 핵심적인 관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논의
가 전개되면서 지식의 범주가 공식적 지식뿐만 아니라 암묵적 지식으로 확장되고
있고, 지식의 창출뿐만 아니라 지식의 사회적 수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
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새로운 지식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과학기술이 집
중적으로 거론되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논의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과학기술의 시대 라 불릴 정도로 과학기술이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1) 이 글은 2000년 8월 25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제5차 KRIVE T HRD 정책포럼(인적
자원개발: 다학문적 접근)에서 발표되었던 원고인 과학기술학 관점에서 본 인적자원개
발 을 보완한 것이다.

과학기술은 권위있는 지식 체계이자 신제품 개발의 원천으로서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변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잘못된 관념이나 지식을 교정
하는 계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제품개발을 통하여 인류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과학기술은 전쟁무기, 환경오염, 안전
사고, 윤리문제 등과 결부되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 들어와 각종 대형사고와 환경오염이 중요한 문제로 부
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명윤리에 관한 논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
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로 특화하여
인적자원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과학기술 인적자원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는 경제적·관리적 접근에 입각한 인력
양성의 측면에 국한되어 있어 규범적·사회적 측면의 논의가 크게 부족하다. 기존
의 논의는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구조를 점검 혹은 전망하면서 양적·질적인 측면에
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특정한 과학기술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을 효과
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이다. 특히 최
근에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규모는 상당한 정도로 발전에 왔지만 이에 부응하는
질적 수준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진단 하에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대체로 과학기술자가 과학기술적 능력만을 가지면 과학기술과 관
련된 인적자원의 문제가 해결가능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파급효과가 커지고 부작용도 등장하면서 과학기술능력과 사회수용능력
이 동시에 발전하지 않으면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일반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중
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가 과학기술활동의 규
범이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우리나
라의 일반 국민들이 과학기술 및 그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안
목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문제는 과
학기술인력의 수급 효율화를 넘어 과학기술자의 책임과 일반인의 수용도에 관한 논
의로 확장하는 것이 요청된다.

2. 왜 과학기술학인가?

사실상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인간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주제가 아니며 인간관

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가정되고 있을 뿐이다. 과학은 지식, 방법, 활동 등의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과
학은 자연관은 중요시하지만 인간관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다만 인간은 자연현상이 보여주는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법칙으로 만드는 존재로
상정되어 왔다. 과학활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자연관으로는 기계적 자연관과 유기체
적 자연관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모든 과학적 탐구활동을 기계론적으로 환원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유기체적 자연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
고 있다(홍욱희, 1998).
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과학보다는 인간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관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 기술은 인공물, 지식, 활동 등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일차적으로는
인공물 혹은 그것의 체계로 정의된다. 여기서 인간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인공물
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활동과 관련된 대
표적인 인간관으로는 도구의 인간 (hom o fabr e)이 자주 거론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인간 세계에 도구적인 필요성 이상으로 많은 발명품이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희의 인간 (hom o luden s )에 초점이 주어지기도 한다(Basalla, 1988).
이처럼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는 인간관에 관한 논의가 매우 빈약하고 추상적이
어서 과학기술을 인간과 관련시켜 논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접근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인간
존재의 의미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장회익(1990; 1998)은
생명의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에너지의 궁극적인 원천을 그 자체 내에 함유해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명의 본질을 우주적 생명 (global life)에서 찾고 있다. 그
럴 경우에 인간과 자연은 개체와 보(補)생명의 관계에 놓이게 되며, 인간은 자연을
파괴적으로 활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공생하는 존재로 재정립된다. 기
술철학과 관련해서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한 연구 중에서 인간과 기
계의 공통점으로 피드백을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예: 홍성욱, 1999). 여기
서 현대 기술의 역사는 인간이 기계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기계의
범주가 확장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인간의 본질을 성찰하는 데에는 상당히 의
미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인적자원으로서 과학기술자를 육성하는 문제나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논의하
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학(Science

and

T echnology

Studies, ST S )의 범주를 가지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인간관 및 인적자원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Jasanoff, 1995). 과학기술학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를 잇는 간(間)
학문분야(int erdiscipline)로서 과학기술철학, 과학기술사, 과학기술사회학, 과학기술
경제학, 과학기술정책학 등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는 과학기술학의 세부 분야간의 중심적인 연결점으로 작용하면서 과학기술학의 방
법론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과학기술활동과 관련된 최근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과학기
술학의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 eb ster (1991, 제1장)는 과학기술활동의 새로운 방향으로 ① 과학기술활동이 개인
의 고립된 활동에서 팀 작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 ② 과학과 기술의 상호작용
이 증가하면서 과학과 기술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③ 기업의 성장이 점
점 과학기술의 혁신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 ④ 세계 각국의 정부가 과학기술의
진흥 및 규제에 정책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즉 오늘날 과학기
술활동에는 수많은 사회제도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
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문과와 이과라는 전통적인 구분을 넘어서는 과학기술학 차원
의 상상력과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상, 앞서 언급했던 과학기술이 가정하고 있
는 인간관의 문제도 과학기술 자체보다는 과학기술학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인간 존재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접근도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과학기술학의 흐름과 인간관

과학기술학은 크게 과학기술자의 규범구조를 중심으로 한

구조기능주의적 과학

기술학 에서 과학적 지식 및 기술적 인공물의 사회적 구성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적 과학기술학 으로 변천해 왔다.

1) 구조기능주의적 과학기술학과 문제점

머튼(R.K . Merton )은 1930년대부터 과학 발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개척한 과
학사회학의

창시자로서,

주로

과학활동의

조직적·행태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Merton , 1970). 머튼은 과학을 합리적인 규범이 지배하는 과학자사회의 산물로 파
악하면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실천규범을 제시하였다.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과학
의 목표는 경험적 사실에의 부합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공인된 지식을 확
대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규범구조에 대한 순응으로 인해 과학활동은 다른 활동과

달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20세기 전
반에 나치스 치하의

아리안(Ary an ) 과학 이나 구 소련의

프롤레타리아 과학 은

불순한 사회적 요인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이 될 수 없었
다고 머튼은 진단했다.
머튼은 과학자들의 행동에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기본 규범으로서 보편주의(univer salism ), 공동주의(communism ), 불
편부당성(disinterestedness ), 조직화된 회의주의(or ganized skepticism )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Mert on , 1942; 윤정로, 2000, 제3장).
보편주의에 따르면 새로운 과학지식의 진위나 중요성은 그것의 생산자나 지지자
의 개인적·사회적 속성—예컨대, 인종, 국적, 종교, 성, 연령,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학문적 덕목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공동주의와 관련해서는 과학지식의 소유권은 발견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사회 혹은 인류 전체에 귀속되므로, 과학자들은 자신의 새로운 발견
을 숨김없이 공표하고 자신이 사용한 자료와 기법을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제공해야 한다. 불편부당성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출세나 명성, 경제적 이득 등
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과학 그 자체를 위하여 활동해야 하며, 특히
그들의 연구 활동이 다른 사회적 요인에 상관없이 진리 추구에 대한 관심에 의해
인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규범인 조직화된 회의주의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과학지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끊임없이 비판적 태도를 취
해야 하며, 과학지식은 그 출처의 권위에 상관없이 모두 동등하게 엄격한 공인 과
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학의 규범구조는 과학지식의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기술적 처방이자 과
학자들에게 내면화되어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형성하는 도덕적 처방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러한 규범은 과학의 보상 체계가 역할 수행의 탁월성에 따라 차별적 보상이
부여되는 식으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날조, 위조, 표절 등과 같은 일탈 행위를 통제
할 수 있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구조기능주의적 과학기술학에서는 보상의
배분 과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과학활동과 과학자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주제로 간주된다.
이상과 같은 구조기능주의적 과학기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순수하고 비세속적인
상아탑 속에서 과학활동을 수행하는 인간관을 상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은 물질세계가 보편적인 자연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그것은 합리적
인

인간

주체에

의해

밝혀질

수

있다는

계몽적

합리주의 (enlightenment

r ationalism )의 일환에 해당한다. 구조기능주의적 과학기술학은 과학지식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표준적 과학관 을 명료화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를 옹
호하는 미국 학계의 성향과도 부합했기 때문에 한 동안 과학기술학의 지배적인 패
러다임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2) 구조기능주의적 과학기술학에 대한 비판

구조기능주의적 과학기술학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지적·사회적 환경이 변화하
는 것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비판에 직면하였다. 우선 콰인(W .V .O. Quine)의 증거
에 의한 이론의 미결정성(under determination )

및 핸슨(N .R. Han son )의

관찰의

이론의존성(theory–ladenles s ) 에 관한 명제에서 출발한 상대주의적 과학관은 쿤
(T .S . Kuhn )의

패러다임론 에 의해 집대성됨으로써 표준적 과학관에 근본적인 문

제를 제기하였다(Chalmer s, 1982; Laudan , 1990). 증거에 의한 이론의 미결정성은
과학이론이 일련의 보조가설을 포함한 매우 복잡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산출된 증거가 이론의 어떤 부분을 검증 혹은 반증하는지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증거가 이론을 완전히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찰의
이론의존성은 인간은 관찰이나 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특정한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이라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오리와 토끼는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동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오리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토끼로 판단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들은

쿤의

< 과학혁명의

구조>

(T he

Structur e

of

Scientific

Revolution s )가 출판되면서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Kuhn , 1962; cf.
조인래, 1997). 쿤은 과학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했
는데, 이 때 패러다임은 한 과학자사회에 속한 과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체
계에서 구체적인 과학활동의 방침을 정해주는 예제에 이르는 일련의 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 패러다임은 마치 안경과 같은 것으로서 과학자는 안경을 혹시 바꿔 쓸 수
는 있을지언정 벗을 수는 없다. 과학자는 패러다임이란 안경을 통해 탐구의 대상과
방법을 기획하며, 탐구의 결과 역시 특정한 패러다임을 통해 평가한다. 그렇다면 과
학활동은 알고리즘(algorithm )과 같은 기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과학자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과학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게 된
다. 더 나아가 쿤은 특정한 지식에 대한 신뢰는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
는 패러다임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식 사이의 우열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
다는

불가공약성 (incommensurability ) 명제를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표준

적 과학관에서는 과학지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사회적 요소들이 쿤에 이

르면 과학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적 유산은 1960～70년대의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구조기능주의적 과학
기술학의 근거가 되었던 표준적 과학관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다(中山 茂, 1982; 조홍
섭, 1984). 군사무기 및 환경문제 등을 매개로 과학기술의 역기능이 가시화되면서
과학기술의 합리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
기 시작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카슨(R . Car son )이 < 침묵의 봄> (Silent Spring )에
서 폭로한 DDT 라는 살충제와 제2차 세계대전부터 급속히 개발되어 온 대량 살상
무기의 역기능은 1965～73년에 벌어진 베트남전쟁을 통해 뚜렷이 확인되었다. 이러
한 배경에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지는 가운데 반전반
핵운동 및 환경운동이 조직화되면서 평화와 환경을 지향하는 과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는데, 이와 같은 기존의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 활동이
아인슈타인(A . Ein stein )을 비롯한 지도자급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전
개되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급기야 학계에서도 과학기술학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자각
이 생겨나면서 구조기능주의적 과학기술학에 대한 학문적인 차원의 비판이 본격적
으로 제기되었다(Mulkay , 1976; Bloor , 1976). 예를 들어, 머튼의 주장은 과학자가
왜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작동하는
규범구조라기보다는 일종의 직업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
기되었다. 즉 과학에서 작용하는 단순한 실력주의란 존재하지 않으며, 과학자(사회)
의 규범구조 자체가 과학자들의 장·단기적 이해관계, 그들의 재정적 여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태도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배경으로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은 외부 사회로부터 자율
적인 과학이란 일종의 신화에 불과하며, 모든 과학지식은 그 지위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다른 지식과 동등한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3) 구성주의적 과학기술학

1980년대를 전후하여 등장한 구성주의적 과학기술학은 과학적 지식 및 기술적 인
공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고찰하면서 과학기술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구성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W ebster , 1991, 제2장; 김환석,
1997; 홍성욱, 1999, 제1장; 이영희, 2000, 제1장).
과학에 대한 구성주의는 강한 프로그램(Str ong Pr ogr am ), 경험적 상대주의 프로

그램(Empirical Program of Relativism ), 실험실 연구(Labor atory Studies )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강한 프로그램은 인과성(cau sality ), 공평성(impartiality ), 대칭성(symmetry ), 성찰
성(r eflexivity )과 같은 방법론적 원칙을 과학지식의 구성과정에 대한 연구에 적용시
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학지식에도 다른 지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해관계가
반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험적

상대주의

프로그램은

해석적

유연성

(interpr etativ e flexibility )의 단계, 합의 형성 및 논쟁 종결의 단계, 과학논쟁과 거시
사회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특정한 과학지식이

핵심집단 (core

set )을 중심으로 논쟁과 합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과정을 탐구하고 있다. 실험실 연
구는 과학지식이 구성되는 현장인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활동 및 담론을 참여관찰의
방식으로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설정에서 해결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과학활동이 과
학자들 사이의 부단한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술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가 진척되어 왔으
며, 그것은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Social Shaping of T echnology ),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Social

Con struction

of

T echnology ), 기술

시스템

이론(T echnological

Sy stem T heory ), 행위자–연결망 이론(A ctor–Netw ork T heory )으로 구분할 수 있
음(송성수, 1995; 송성수, 1999).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은 경제적 압력, 계급적 관계, 국가의 역할 등과 같은 거시
사회의 구조가 기술변화의 속도와 방향, 형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면서 그
것이 해당 사회집단의 세력 관계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은 상대주의 경험적 프로그램을 기술에 적용시킨 것으로서 기술은
관련 사회집단 (relev ant social groups )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인공물의 형태는 그러한 집단 사이의 갈등과 협상의 결과라
는 점을 강조한다. 기술 시스템 이론은 특정한 기술보다는 시스템적 차원에서 기술
변화를 살펴보는 이론으로서 기술 시스템이 발명, 개발, 혁신, 성장, 공고화 등의 단
계를 거치면서 진화하는 동안 물리적 인공물, 기술경제적 조직, 과학지식, 법적 장
치 등과 같은 매우 이질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통합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행위
자–연결망 이론은 주요 행위자들이 연결망을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특정한 기술
프로젝트의 일생을 탐구함으로써 기술과 사회가 항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패한 기술 프로젝트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과학기술학에서는 자신의 특정한 이해관계를 따라 매우 이질
적인 물적·인적 자원을 일관되게 결합시킬 수 있는 인간관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
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Vergr agt (1988)는 기업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인력, 마케팅 요

원, 경제 자문가 등과 같은 관련 행위자들이 모든 사건을 자신의 직업적 이해관계
에 적합하게 해석하고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가장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술
혁신과정을 관리한다는 데 주목하면서 계산, 협상,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연구개
발의 경로에 대한

결정적인 사건 을 해결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ujimura (1987)은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연
구과제와 씨름하며, 실험 활동, 실험 이외의 연구소 활동, 사회적 세계에서의 활동
이라는 세 가지 수준의 활동이 모두 성공적으로 정렬되고 협상될 때에만 연구과제
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행위자–연결망 접근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연결망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주요 행위자를 이질적 엔지니어(heterogeneous engineer s ) 혹은 엔지니어–사회학자
(engineer–sociologist s )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그들은 과학기술적 요소에서 사회정
치적 요소에 이르는 매우 이질적인 자원을 결합하며, 특정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사회모델을 구현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유사하게 기술 시스템 이론
의 주창자인 휴즈(T .P . Hughes )는 시스템 구축가(sy stem builder s )가 이질적인 자
원을 동원하고 결합해 내는 능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술 시스템의 진화 단계에
따라 시스템 구축가의 주요 활동 영역이 발명, 관리, 재정의 문제로 변천된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4. 과학기술학의 인간관에 대한 평가

기본적으로 구조기능주의적 과학기술학이 가정하고 있는 규범 구조는 오늘날 과
학기술자의 현실적인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재구성이 필
요하다. 거대과학(big science)의 출현으로 상징되는 2차 대전 이후의 과학기술활동
은 점차 목표지향적인 것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천문학적인 물적 자원과
다양한 영역에 걸친 인적 자원이 동원되고 있다. 원자폭탄의 개발을 목표로 한 맨
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 oject , 1943～45년)와 인간 유전체 지도 작성을 위한 인
간게놈프로젝트(Hum an Genom e Project , 1990～2000년)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전자
에는 20억 달러, 후자에는 30억 달러가 소요되었다. 특히 오늘날 대규모의 연구사업
에서는 대학, 연구소, 산업계 등과 같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학기술분야가 적극적으로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순수수학 및 이론물리학과 같은 소수의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머튼이 주장한 것과 같은 규범구조 속의 목가적인 과학기술자의 이미지
가 글자 그대로 유지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즉 구성주의적 과학기술

학이 암시하는 것처럼 과학기술자도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질적인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랫동안 상
아탑으로 간주되어 왔던 대학의 경우에도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의 발전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로 추가되고 있으며, 기업 및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확보
하는 것이 대다수의 과학기술활동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구성주의적 과학기술학은 과학기술자의 현실적인 환경 및 행태를 적절히 포
착하고 있으나 초기의 풍부한 문제의식이 왜소화되어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구성
되는 과정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묘사하는 데 머무는 경향이 있다. Winner (1993)에
의하면 구성주의적 과학기술학은 과학기술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다루
지 않고 있고, 과학기술의 구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집단에만 주목하
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선택의 이면에 작동하는 사회구조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
지 않고 있고, 인식론적 상대주의라는 방법론이 도덕적·정치적 무관심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즉 구성주의적 과학기술학은 그것의 출현 배경으로 작용했던 과학
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기
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일반인들의 태도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과학기술의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이 일상생활에
본격적으로 침투하면서 이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변화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송성수, 1999, 311- 345). 즉 1920년대만 하더라도 풍요의 원천이자 진보의
상징으로 찬양되었던 과학기술은 1960년대에 이르면 대량학살과 환경파괴의 주범으
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과학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인식도 1960년대에는 대체로
사후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최근의 정보통신기술 및 생명공학기술을 둘러싼 논쟁은
과학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인식이 과학기술의 경로가 가시화되기 전에 시작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기술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사회수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의 책임성 있는 자세와
일반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평가에 비추어 볼 때 과학기술학과 관련된 향후 인적자원 개발의 핵
심적인 방향은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규범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정립하면서 과학기
술자의 사회적 책임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있다고 생
각할 수 있다.

5. 과학기술 인적자원 개발의 방향

1) 과학기술자사회의 규범의 현실화

우선, 구조기능주의적 과학기술학이 제안한 규범 구조는 오늘날의 현실과 부합하
지 않으므로 우리의 상황을 감안하여 그것을 보다 실제적인 내용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과학기술자가 과학기술지식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오늘날에도 통용되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통합화 경향을 고려해
볼 때 과학기술지식의 범위가 자신의 분야에만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 자연과학에
서는 물리화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등의 간학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
으며, 공학기술에서도 메카트로닉스, 옵토 일렉트로닉스 등과 같은 기술융합현상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

혹은

기술과

학 (technoscience)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듯이, 과학과 기술의 상호작용이 점차 증
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토통신기술이나 생명공학기술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더
욱 뚜렷한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동시에 과학기술활동에 수많은 물적·인적 자원이 동원되면서 자원 배분 및 집행
의 효율성과 민주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현실적인 규범을
정립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자들에게는 연구를 훌륭하
게 수행하는 능력과 함께 자원배분에 대한 정책기획 및 자원집행과 관련된 기술관
리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자원 배분 및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는 가능한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
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구성주의적 과학기술학의 배경이 되었던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과학기술능력과 사회수용능력의 조화를 통한 건전한 과학기술문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학기술이 일상생활에 급격히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부터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불거져 나
왔지만 이에 대한 과학기술자(사회)의 적절한 대응은 크게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된
다. 사실상 과학기술자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분위
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해 과학기술자가 연구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것을

외도 나

시간낭비 로 인식하고 있다. 과학기술자가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적절한 능력을
보일 때 과학기술자(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더욱 개선될 것이고 과학기
술자(사회)의 국정 운영에 대한 영향력도 증가할 것이다.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보편타당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적어도
과학기술자가 자신의 학문적 양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진솔하게 발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중에는 과학기술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과학기술자가 그것의 가능성 및 위험성을 사회에 알려
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Harrison (1994)은

전문가적 증인 (expert

w itness )으로서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어떤 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며, 알려진 사실의 경우 그것에 따르
는 불확실성은 무엇이며,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를 수행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을 의미한다.

3) 일반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

일반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은 구조기능주의적 과학기술학이나 구성주
의적 과학기술학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 않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
등 및 중등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학습을 의무적으로 하는 반면,
성인이 되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우리
의 현실을 상기해 볼 때 일반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은 별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기반사회가 논의되면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평생학습의 범주에
과학기술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 동안 과학기술의 대중화 혹은 대중의 과학기술 이해에 관한 노력은 과학기술
문화 정책 및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송성수·김동광, 2000). 지금까지의 과학기술문화사
업은 일방적이고 위계적인 모델에 입각하여 추진됨으로써 국민대중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과학기술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
가의 문제일 뿐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과학기술문
화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과학기술과 국민대중의 간격이 좁혀지기는커녕 과학기술
이 더욱 신비화됨으로써 과학기술자와 국민대중을 모두 상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반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쌍방향적인
과학기술문화사업이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적 제언

과학기술자사회의 규범의 현실화 ,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 일반인
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 을 과학기술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개발 방향으로
설정한다면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 혹은 사회적 분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과학기술자 사회는 그 동안 실험적인 차원에서 시도되어 온 다양한 학제적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기존의 학문 분류에 입각한 편의적인 정책 기획 및 집행을 넘어서 학문간 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영역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
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문분류를 뛰어넘는 차세대 교육과
정의 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술연구 및 과학기술연구에 대
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간학문이나 융합기술과 관련된 항목을 별도로 고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오늘날 과학기술활동에서는 수많은 이질적 자원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기
획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정책기획 및 자원집행과 관련된 기술경영 교육훈련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과학기술활동의 현장에
서 절실히 인식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몇몇 프로그램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
긴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는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급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
하면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는
과학기술자의 자기개발 및 경력관리를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한 과학기술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의 과정과 대안제시의 채널이 제도적으로 확
립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이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혹은 영향력 있는
인사가 제안하니까 추진한다

하는 식으로 기획되어서는 곤란하다. 과학기술자 집

단 내부에서, 그리고 과학기술자 집단 사이에서 담당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이 수시
로 교환되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 그것을 바
탕으로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학기술자들의 참여도
를 제고시킬 때 과학기술정책은 그 내용과 실현가능성이 더욱 충실해 질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만을 가진 기능적 지식인이 아니
라 다른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인문사회에 대한 소양을 동시에 겸비한 유기적 지식

인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과학기
술과 인간사회를 아우르는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사회)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방식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과 인간사
회를 연결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대폭 개발·보급하여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안목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다섯째, 과학기술자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인으로서의 윤리를 스스로 정립하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그것은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
하고 이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과학기술능력에 조화되는 사회수용능력을 배
양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자들의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과학기술계가 인문사회계보다 사회봉사 활동이 더욱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
학기술자의 업적 평가시 연구 및 교육 이외에 사회봉사를 파격적으로 고려해 줄 필
요도 있다.
여섯째,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교양교육 프
로그램을 내실화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각 대학에서 과학기술과 인간사회를 잇는 과목을 강화하여 일반인으로서 과학기
술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성인의 경우
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교양교육을 받을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성인용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반 시민들이 과학을 생활화하고 생활을 과학화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 창달의 기
반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이 엘리트 문화의 일종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일곱째,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일반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함으로써 의
사결정의 민주화와 정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에 의해 많은 영
향을 받고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재원을 제공하는 일반 시민들을 과학기술정책의 건
전한 파트너로 간주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생
명공학기술은 안전, 윤리, 환경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사회적 역기능을 촉발할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기술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와 관
련하여 선진 각국에서 추진되어 왔던 기술영향평가(T echnology A ssessm ent ), 합의
회의(Consen su s Confer ence), 과학상점(Science Shop)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송성수, 2000).

7. 토론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개발이란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대 중반 이후로 보여진다. 이전의 인력양성이라는 개념에 비해 인적자원개발은 보
다 동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 지식
기반사회와 인적자원개발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지
식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개발의 방향과 과학기술
의 사회적 수용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는 기초능력, 일반지식, 전문지식이 언급되고 있
으며, 전문지식에도 실천적 지식, 이론적 지식, 성찰적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이무
근, 2000). 그러나 그 동안 과학기술과 관련된 인적자원 개발은 전문지식에 과도한
무게가 실렸으며, 그 중에서도 성찰적 지식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이것은 기본
적으로 과학기술을 도구주의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풍조가 지배적이었던 우리의
풍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자는 진정한 지식인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동시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다른 일반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매우 전문적인 것으로 보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효율성 문제에만
주목하는 좁은 의미의 합리주의만으로는 시스템 통합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적
인 시스템 통합은 과학기술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학기술자사회의 규범의 현실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일반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과학기술 분야의 경
우에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하는
것에 못지 않게 사회적 규범과 책임성을 갖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개발에 보다 많은 관
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과학기술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사회에
보다 친숙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과학기술 인적자원과 관련된 주요한 쟁점들을 포괄
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무엇보다도 이 글에서 제시된 논점이 인력 양성의 양적·
질적 측면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과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규범적 능
력이 없는 기술적 능력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기술적 능력이 없는 규범적 능력은
공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향후

의 연구 및 논의는 실력있는 과학기술자의 양성, 과학기술자의 사회수용능력 강화,
사회 전체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라는 세 가지 주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
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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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교육정책의 성격과 발전과제
최규남(교육학 박사, 산본공고 교사)

1. 머 리 말
요즘 실업계 고교 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는데, 그 때마다 필자는 그
렇다면 실업계 고교 교육이 언제 번성한 적은 있었는가? 라는 반문을 하곤 한다. 정부 수립이
래 지금까지 실업계 고교 교육은 대학 입시에 유리한 일반 고교 교육에 항상 밀려왔기 때문이
다. 실제로 1970년대 몇 년간 기계 공고 등에 우수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몰렸던 때를 제외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실업계 고교를 선호했던 시기는 거의 없었다. 또한, 한국, 일본, 미국 등 단선
제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실업계 교육이 쇠퇴하고 대학 진학에 유리한 일
반 고교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업계 교육의 방향이 취업
을 위한 종국 교육을 지향할 것이냐, 진학을 목표로 한 계속 교육을 강화할 것이냐의 끊임없는
논쟁도 사회 구성원들의 대학 진학 욕구에서 기인한 것이다. 결국 공업계 고교 교육은 학생 학
부모의 진학 욕구와 기업의 기능공 수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공업 부문을 주축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이래 실업계 고교 교육은 사실상 공고 교육에
집중되었다. 인력 정책을 세울 때 공업화에 필요한 기능 인력 양성에는 주로 공업계 고교 인력
이 반영되었고, 상고는 서비스 인력으로 분류되었으며, 농고는 오히려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공업화에 기여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업계 고교에 막대
한 예산을 투자하였지만 오히려 사회 구성원들은 갈수록 공고를 기피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
야 할 것인가? 그 동안 제기된 실업계 고교 교육의 위기는 일차적으로 여기에서 해결의 실마
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공고 교육 정책들의 공과를 거시적으로 고찰하고 발전 과제를 검토해 보고
자 하였다. 그 동안 있었던 공고 교육 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 종국 교육과 계속 교육이 끊
임없이 논의되는 이유, 사회 구성원이 공고 교육을 기피하는 원인, 현 공고 교육의 정책적 문제
점 등을 고찰하고 향후 공고 교육 정책의 발전 과제를 경제적 입장보다는 교육적 안목으로 제
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동일계 특별 전형이나 기타 대책들도 과거에
있었던 정책을 답습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전의 정책을 분석하고 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일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2. 기 존 공 고 교 육 의 정 책 적 성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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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 제 발 전 과 공 고 정 책
교육이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고는 발전 교육론 패러다임에 근거한 것이다. 1960
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이 추진 된 이래 정부가 교육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경제 발전간의 순기능을 부각시킨 이 발전 교육론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발전 교육
론 인식 체계는 경제개발계획이나 경제 상황에 맞추어 교육 계획을 세우는 정책적 결과를 낳
았는데, 공고 교육의 경우 경제 발전에 기여한 순기능 못지 않게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사회 구
성원과의 교육적 갈등을 초래하였다. 오늘날 사회 구성원들이 공고 교육이나 실업 교육을 기
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갈등의 한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 교육론에 따른 교육 정책이 교육 기회의 확대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
인 시각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거세었다. 즉, 갈등 이론에서는, 직업에서 요구하
는 기능은 직업 훈련, 재훈련, 현직 훈련 등을 통하여 습득되는 것이고, 학교 교육은 직업상의
기능 훈련과 수단으로서는 매우 비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능 인력 양성에 주력해온 공고 교육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탈발전 교육론에서
도 학교 교육이 경제 성장을 위한 태도와 기술의 훈련에만 치중해 왔고, 학교 교육이 경제 성
장 및 정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인력 수요 예측은 원칙적으로
정확할 수 없고, 어떤 인력이 경제적 생산성에 기여하는지 아직 자명한 것이 없다는 등의 비판
을 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주장들은 발전 교육론적 교육 계획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고, 결국
교육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수단화됨으로써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컸다는 것을 강
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공고 교육을 통하여 배출된 인력들이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나 생산 기술
발달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직 부문에서 이룩한
공고 출신자들의 경제적 기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 조건에 상당히 의존한 것
임을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공고 정책과 피교육자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의 근본적 원인도 여
기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 개발 전략이 노동 집약적 산업에 기초한 점을 고려할 때 불
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어느 집단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교육 정책은 이제 사회 구성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즉, 과거와 같이 기업의 입장만 고려하
는 개발 연대식 인력 정책보다는 기업과 피교육자의 입장 모두를 고려하는 공고 교육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차 공고 정책과 경제 발전의 관계는 교육이 경제에 종속되는
관계보다는 독립 변인으로써 작용하는 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사회 구성원들
이 공감할 수 공고 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2) 경 제 적 동 기 에 의 한 공 고 정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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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교육은 공업화 과정이나 인력난 해결에서 기능 인력 공급의 주요 기관으로 설정되면서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농고 교육이나 상고 교육과 달리 공고 교육에 여러 정책이 치중되
었던 것은 공고를 기능 인력 양성 기관으로 설정한 정부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부는 1970년대에 중화학 공업화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공고를 특성화하였다. 중공
업 부문의 고숙련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계 공고를, 해외 건설업체에 기능공을 공급하
기 위하여 시범 공고를, 기간 산업의 핵심 기능공을 기르기 위하여 특성화 공고를 각각 육성하
였다. 이러한 공고의 특성화 정책은 중화학 공업화 일정에 맞추어 작성된 인력수급계획에 따
라 추진된 것이었고, 거시적 수준의 경제개발계획 단계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에 맞추어 추진된 공고 교육 정책은 경제 정책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과잉 중복 투자로 인한 중화학 공업 부문의 비
효율성과 제2차 오일 쇼크로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 축소되고, 경제 침체로 기능 인력 수요가
급감하면서 공고 특성화 정책도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중화학 공업 부문
의 인력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기계 공고, 시범 공고, 특성화 공고 등을 확대하면서 막대한 투
자를 해가던 공고 특성화 정책은 결국 중단하게 되었고, 교육 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공고 특성화 정책 중단과 함께 동일계 특별 전형의 폐지까지 발표되면서 공고 교육이 사회 구
성원들에게 외면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책적 급변은 큰 교육적 혼란을 야기 시켰다.
1980년대는 일반 교육 위주의 교육 정책이 추진되면서 공고 교육은 거의 방치되다가 1989년
부터 제조업 생산직 인력이 부족하게 되자 다시 주목을 받았다. 기능 인력 부족난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갑자기 시작된 1990년대 공고 정책은 수단적 성격이 더욱 짙었고, 경제개발계획 단
계에서 공업화 전략에 맞추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제조업 3D 업종을 비롯한 생산직 부문의 인
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의 공고 정책과 크게 다르다. 즉, 1990
년대는 특정 공업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 아니라 제조업 생산직
의 불특정 부문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양적 확대에 치중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공고의 양적 확대 정책이 기능 인력난 완화에 별 효과가 없자 정부는 공고 2·1 체
제 를 추진하였다. 1992년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간 공고

2·1 체제 는 공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의무 기간으로 하는 것이었고, 1994년부터 실시되었다. 이 공고
2·1 체제 는 공고 학생들의 생산직 부문 취업 기피와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강제
귀국 조치에 따른 인력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었고, 실습 기간을 의무화함으
로써 공고 학생들을 거의 강제적으로 투입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이 때문에 공고 교사들
과 공업 교육학자들이 강력히 반대하기도 하였지만 경제 부처의 힘에 밀려 그대로 추진되었
다. 그러나 공고 2·1 체제 는 실시한지 불과 몇 달만에 저임금, 단순 노동, 장시간 근무, 강
제성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였고, 각 언론 매체들에 의하여 그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
다. 결국 공고

2·1 체제 강행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고 기피를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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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상과 같이 경제적 동기에 의하여 공고 교육 정책을 추진 결과 경제 환경에 따라 급변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육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예측이 가능한 정
책을 펼 때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고 정책이 경제적 동기에만 치중
된 결과 피교육자의 입장이 간과되었고, 공고 교육 자체도 생산 체제나 인력 구조 변화에 탄력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잃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공고 교육 정책이 시작 된지 40년이
되도록 내재적 발전 논리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공고 교육의 질적 하락과 기
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3) 사 회 적 대 우 를 간 과 한 공 고 정 책
1960년대부터 실시된 정부 기능 인력 정책의 특징은 양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취업후의 근
로 조건이나 사회적 대우는 간과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양성 전략은 공고 정책에도
예외 없이 반영되었다. 저임금 노동 집약적 산업이 주류를 이루었던 당시에 기업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학생들을 모집하거나 교육하는 과정에만 정책을
쏟고, 졸업 후 직장에서 받게 될 근로 조건을 간과하는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 결과 사회 구성
원과 공고 정책간에 갈등이 빚어 졌다.
1970년대에는 범정부적 홍보와 지원에 힘입어 기계 공고를 시작으로 시범 공고, 특성화 공
고 등에는 집안 형편이 어렵지만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몰려들었다. 이 우수 학
생들은 입학 후 피나는 노력을 하여 기능 연마를 하였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했지만,
일반 공고 학생들이나 직업 훈련원 출신들과 똑같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함으로써 이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 특히, 특성화 계열 공고 졸업자들이 상업고나 일반고 출신자의 50～
60 %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았던 기업의 저임금 체계는 우수 학생들이 공고를 회피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대우로 공고 특성화 정책 시행 후 불과 몇 년 뒤인 1970년대 말
부터 우수 학생들은 이미 공고를 기피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부터 표면화 된 기능인력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
업이었다. 1990년대에 추진된 공고 확대 정책이나 공고 2 1 체제 는 이들 영세 기업의 인력난
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었다. 그런데 공고 출신자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단순 기능
직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작업 조건이나 임금에서 실망스런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인력 정책 자
체가 중 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했으므로 공고 졸업자의 근로 조건이나 기능 향상을
고려한 정책이 되기 어려웠다. 또한, 기능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이 기존 근로자의 이탈과 공고
졸업생들의 제조업 생산직 기피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공급에만 치중된 양적 확대 정책은 성과
가 불투명한 것이었다. 더욱이 노동 공급 자원, 직업 선호, 근로 성향 등이 크게 변하던 1990년
대에 근로 조건을 간과한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인력 정책의 진부함을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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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이에 종속되었던 공고 정책으로 교육 수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1960～1990년대에 실시된 공고 교육 정책은 졸업자들의 근로 조건이나 사회적 대우를
간과한 기업 위주의 인력 정책에 종속된 것이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력 정책이 기
업의 생산성 유지와 수출 경쟁력에 기여한 바도 많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공고 교육을 기피
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이제는 학생들을 모집
하고 교육하는 단계 못지 않게 졸업 후 종사하게 될 직종이나 임금 수준, 근로 조건 등을 입안
단계에서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요즈음 주창되고 있는 수요자 중심 교육 역시
피교육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공고 교육 정책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3. 공 고 교 육 의 질 적 하 락 배 경
1) 저 학 력 자 입 학 고 착
기계 공고를 비롯한 공업계 고등학교의 우수 학생 기피로 인한 저학력자 입학 고착화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초중반에 고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태
의 발단 원인은 특성화 계열 공고의 과다한 실습 교육, 열악한 사회적 대우, 공고 정책의 급변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성화 계열 공고 학생들은 과다한 실습 교육으로 인하여 동일계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진
학하더라도 수학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취직한 후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승진
차별, 비인간적 대우 등의 사회적 차별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고에 대한 열기는 급
랭하기 시작하였고, 1979년의 경제 위기, 유신 정권 몰락, 공고 특성화 정책 수정, 동일계 특별
전형 폐지 등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급변 등을 겪으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공고 교육 기피 현
상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사회 구성원들의 공고 기피는 점차 심화되어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1990
년대 초의 인력 부족은 숙련 기능직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당시는 생산 방식의 고도화로 인
한 직무의 다기능화 추세를 고려할 때 양적 확대보다는 기존 공고 교육의 질적 향상이 더 시
급한 시기였다. 그러나 공고를 양적으로 확대하는데 치중한 결과 교육의 질적 향상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사회 구성원들도 공고 교육 정책에서 색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
황에서 경제 부처와 기업들의 요구로 추진된 공고 2·1 체제 는 실시 후 나타난 교육적 폐단
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공고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 결과 사
회 구성원의 공고 교육 기피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고, 이는 공고의 저학력자 입학 심화 현상으
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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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90년대 후반에 불어닥친 인터넷 열풍, IT 산업의 급증 등은 기존 공고 교육을 더욱
위축시키게 되었다. 이는 공고 교육의 내용은 물론이고 교육 체제를 생산 체제 발달, 산업 구
조의 변화, 직업 능력의 변화 등에 맞추어 변혁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 실업
계 고교 입시에서 정보산업 고교가 공업 고교보다 월등히 높은 입학 성적을 보인 것은 좋은
예라 할 것이다.
2) 전 공 교 과 교 육 의 어 려 움
공고의 전공 교과 교육 수준과 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이 분분한데, 대략 공고 교과
서 내용이 대학 교재를 축소한 수준이라 더욱 쉬워야 한다는 주장, 직업 교육을 전문 대학 수
준에서 완성해야 하므로 기본 기초 교육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 대학 진학을 고려하여 보통
교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취업을 위한 기능 교육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정
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공고 교육의 성격을 계속 교육으로 규정하느냐, 종국 교육으로
하느냐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취업 중심 교육과정과 진학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교사 수급, 진학반 선
호 등 예상되는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공고가 이원화 교육과정을 기피하고 있다. 그
러나 전공 교과의 교육 수준 문제나 보통 교과의 강화 문제에서 겪는 근본적인 어려움은 역시
공고 학생들의 낮은 학력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공고 학생들의 대부분은 중학교에서 최하위에 속했던 학생들로서 기초 학력이 아주 낮
은 관계로 수리 계산이 필요한 전공 교과 교육은 사실상 어려운 편이다. 그러므로 암기할 수
있는 단순한 지식 위주의 교육이나 단순한 실습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수준 있는 전공
교과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고 학생들의 이러한 수학 능력은 대학 진학과도 밀접
한 관계가 있다. 즉, 대학을 진학한다 하더라도 수학, 물리, 영어 등의 기초 학력이 저조하여
일반 고교 학생들과 큰 격차가 날 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고의 저학력자 입학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능동적인
직업 능력을 요구하는 다기능 기술자의 양성 전략이나 4년제 대학 진학 기회 부여 같은 정책
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학력자 입학에서 저수준 단순 기능공 교육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공고 교육 체제는 인력 양성의 교육적 측면이나 경제적 기여 여부로 볼 때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공 고 교 육 정 책 의 발 전 과 제
1) 공 고 교 육 방 향 의 재 정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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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공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의 주안점은 공업 부문
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능 인력의 필요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고, 필요 에 의한 교육 목표는 필요 가 소멸되면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적 의미가 강한 것이다. 1970년대의 특성화 계열 공고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 목표에 걸맞게 조국 근대화의 기수 라는 구호에 호응했고 자부심도 가졌지만, 산업 현장
에서 열악한 사회적 대우를 겪으면서 크게 달라졌다.
기능공들이 받은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공고 기피 현상이 시작되면서 경제 발전을 위한 기
능공 교육이라는 공고의 교육 목표는 사실상 빛을 잃었고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
즉, 누구를 위한 기능 인력 양성인가? 라는 반문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공고를 직업 훈련원과 동일하게 기능공 양성 기관으로 생각하는 개발 연대 식의 사고를 바꿀
때가 이미 지난 것이다. 즉 산업 사회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 는 공고의 교육 방향 자
체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공고 기피 현상이 심화된 것도 공고가 기능 인력 양성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
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공고 기피 현상의 완화를 위하여 선행
되어야 할 사항이고 공고의 교육적 역할을 점차 조정할 때 가능한 일이다. 즉, 공고의 교육적
기능이 공업 부문에 종사할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성
및 독창성을 인정받는 교육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다양성이 공고 학생들의 진로 폭
이 다양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독창성이란 전문 교과 교육에서 질적 제고를 이루는 것을 말
한다. 공고 교육이 이와 같은 다양성과 독창성을 갖게 되면 기능공 양성이라는 수단적 인식에
서 벗어나는 일이 점차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고와 직업 훈련원간에 새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역할 분담이란, 공고는 학교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정예화하고, 직업 훈련원은 공고와 전공이나
양성 인원이 중복되지 않는 수준에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고의 정예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충분히 살려 추진하여야 한다. 즉, 우수 학생의 유인
책,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교사 능력, 진학과의 연계, 졸업 후 근로 조건 등 산적한 문제가 많
아서 섣불리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공고 교육의 질적 하락과 기피 현상
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시작된 공업
계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기 존 공 고 교 육 정 책 정 비
1970년대이래 공고 교육에 큰 영향을 준 제도는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현장 실습, 기능경기
대회 선수 육성 등을 꼽을 수 있다. 1970대부터 본격적으로 공고 교육 정책에 반영된 이들 제
도는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비교육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

7

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고 학생들이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응시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의 문제점은 크
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생산 구조가 자동화 첨단화됨으로써 직무가 다기
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단순 기능공을 양성하고 있는 공고의 자격검정제도는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어렵다. 둘째, 현재 공고 학생들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희소
가치를 거의 상실하여 어떤 혜택이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고 학생들이 응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 검정 종목은 6개월～1년 과정으로 단순 기능공을 양성하는 직업 훈련원
체제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3년 과정의 공고 재학생들에게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교육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공고 기계과의 경우 전문 이론 교과 및 실습 교과는 여러 가
지 기계를 다루면서 다양한 기능을 골고루 익히도록 짜여졌으므로, 한 가지 기계나 기능에 숙
달되어야 하는 기능사 시험은 공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맞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공고의 기
능 자격검정제도는 변칙적 교육과정 운영의 원인을 제공해 왔던 것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1인당 1종목
에 한해 무시험 검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업계 고교 교
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 실습 제도는 공고와 기업체간의 산학협동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기술이나 기능을 기업 현장에서 익힌다는 것이 현장 실습의 목적이지만 1960년대이래 지금까
지 조기 취업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1990
년대 공고 2·1체제 를 통한 산학 협동은 기업과 학교간의 상보 관계로 기능하지 못하고, 학
교측에서 기능 인력만 공급하는 일방적 관계로 진행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많이 상실하였다.
따라서, 현장 실습은 교육적 제도로서 존재 의의를 이미 상실했다고 보며, 단기적인 인력 공급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소 기업으로 하여금 비경제적인 인력 관리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능률적인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
기능경기대회 선수 육성은 위의 두 제도와 달리 소수 학생을 선발하여 참가할 선수를 양성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 정권 홍보 차원으로 육성된 것
이다. 공고 교육에서 기능경기대회 선수 양성의 문제점은 많은 훈련비용, 일반 학생과 무관한
기능 훈련, 훈련 방법의 폐쇄성, 훈련 내용의 비현실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공고 교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 학생들 실습
비의 상당 부분을 기능 훈련비용으로 전용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대다수 학생들의
실습 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공고의 평가에서 기능경기대회 입상 성적을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여 경
쟁을 시킴으로써, 각 공고가 기능경기대회의 성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을 수 없도
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능경기대회 선수 양성은 일반 기업체에서 자신들의 생산 기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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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과 관련된 종목의 선수를 육성하여 기능을 겨루는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필요
성을 느끼지 않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우 수 학 생 유 인 책 강 구
공고 교육이 정상화되고 기업체의 다기능 직무 구조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질 향상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공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
한 선행 조건은 공고 입학생들의 학력 수준 향상인데, 이는 대학 진학 후 요구되는 수학 능력
의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고로 우수 학생들을 유인하는 방안은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
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적은 방안은 공고 학생들에게 4년제 대학에 대한 진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고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고 교육을 통하여 신분 상승이나 소득 향상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때 4년제 대학의 진학 기회 부여는 중학교의 중상층 학생들에
게 적지 않은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학년도부터 대
학 진학을 원하는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정원의 3 % 이내에서 정원 외 선발을 허
용할 계획을 밝힌 것은 단기적으로 일정한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1970년대에
동일계 특별 전형 대입 제도를 실시했다가 폐지한 원인 중의 하나가 실업계 학생들의 수학 능
력 문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능력보다는 학력, 학벌, 학연, 지연 등에 의하여 승진이나 사회적 성공이
좌우되는 사회 체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현재 2년제 대학이나 산업 대학으로 제한된 동일
계 특별 전형, 2년제 대학과 실업계 고교간의 연계 교육 등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매력을 끌지
못함으로써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 것도 현재의 왜곡된 사회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
다. 이러한 문제는 공고 교육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날 실업계 고교가 침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함께 수정해야할 사항이다.
4) 공 고 의 역 할 전 환
1990년대 이후 제조업 부문의 생산 구조는 인력난, 노조 활동, 임금 상승 등의 변화를 겪으
면서 자동화로 급속히 전환되었는데, 이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
였다. 이러한 기업의 생산 체제 전환은 기능공들의 직무 능력 변화를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중 소규모 이상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능공들의 직무는 단순 기능에서 다기능으로 급속히 전
환되었다. 기업들의 이 같은 직무 구조 변화는 공고 전문 교과 교육의 질적 제고를 촉진하고
있다.
공고 현장 실습생이나 졸업자들의 대부분은 현재 중소기업에서 단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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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저임금에 의하여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고, 단순 기
능직 종사자를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었던 데에도 원인이 있다. 공고 출신자들의 대부분이 일반 미숙련자들
도 할 수 있는 저수준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은 공고 교육의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다기
능 기술자 양성에도 큰 차질을 주는 것이다. 또한, 공고 출신자들의 단순 기능직 종사는 낮은
생산 기여도와 저임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심각함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공고 기피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조업 3D 부문이나 단순 기능직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차
생산직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고 출신자들은 단순 기능직과 관리직 기술직 사이의 다
기능 기술자로서 종사해야 한다. 현재 제조업 생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고수준 다
기능 기술자들의 연령은 40세를 넘어서고 있어서 새로운 인적 자원이 유입되지 않으면 얼마가
지 않아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고에 우수 학생을 유인하여 교육
의 질적 제고를 이룩해야 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공고 출신자들이 단순 기능직에
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들과 차별화 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 수준과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에 걸맞는 임금을 받게 할 때 공고 교육의 질적 제고는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들
의 입학 기피도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5) 교 사 의 인 사 구 조 변 혁
공고 교육에서 전문 교과 교사에게 주로 제기되어 온 문제는 현장 경험 부족, 기업의 기술
변화 둔감, 실기 능력 부족 등이다. 이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나 시 도교육청은 산업체 근무
경험자 임용 고사 선발, 현직 교사의 연수 강화, 산업체 방문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노력은 1960년대 공고 정책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되어온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에 공고를 확대할 때부터 이미 상당수의 산업체 근무자를 교사로 임용하거나 산업
체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고 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의 주요 원인은 교사들의 승진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교사들의 승진에는 담임 활동, 교수 활동, 전공 교과 지식 활용, 수업 능력 등 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항보다는 연구 점수, 연수 점수, 교직 경력, 주임 교사 경력, 업무 기여도 등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경력이 쌓일수록 가르치는 일보다는 자신의 승진 점수 관리
에 주력하게 된다. 현재 공고의 전문 교과 교사는 대부분 40세 이상으로 고령화되고 있어서 이
같은 문제는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실질적 교육 활동이 승진에 반영되도록 하거
나 교감 교장 보직제 같은 인사 구조로 변혁되지 않는 한 교육의 질 향상은 요원할 것이다.
가령,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습 기자재를 구입하더라도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을 등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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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문 교과 수업 활동에 활용하지 않으면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장되기 때문이다.
실업계 교육 활성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실험 실습비, 기자재 구입비 등의 예산 지원이 되고 있
지만, 전문 교과 교육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 같은 인사 체제에
서 비롯되고 있다. 교사의 인사 구조 변혁 문제는 공고뿐만 아니라 국 공립의 초 중등 모든 학교
에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한국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은 맥락으로 논의 될 수 있다.

5. 맺 음 말
이 글에서는 기존 공고 교육의 정책적 성격, 오늘날 공고 교육이 질적으로 낮아진 원인, 공
고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 등을 거시적 맥락으로 고찰하였다. 이들 분석을 통하여 경제
적 동인에 의한 공고 교육 정책이 사회 구성원들과 어떠한 갈등을 빚었고, 피교육자들의 기피
로 빚어진 공고 교육의 질적 하락은 생산 인력 공급에서 어떠한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지를, 그
리고 장차 공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 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현
상적으로 나타난 정책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장차 공고 교육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
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2학년도 실업계 고교생 입학 전형에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정보산업고등학교(상고)의 입
학 점수가 공업고등학교보다 월등히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전에도 정보산업 고교가 공고보
다 다소 높은 점수를 유지했었지만 올해 특히 격차가 커졌다. 또한, 인터넷 고교, 요리 고등학
교 등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업
고등학교도 농생명과학고로 개칭한 이후 입학생들의 학력이 월등히 높아졌다. 일부 공업고등
학교도 학과의 명칭이나 학교 이름을 IT 산업 관련 이름으로 개칭한 후 입학생들의 수준이 향
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를 볼 때 사회 구성원들은 새로 부상하는 산업 기술 부문의 교육을 선호한다
고 볼 수 있다. 공고 교육이 갈수록 기피를 당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회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고 공고를 모두 IT 관련 산업이나 비생산직종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
조업은 산업의 근간이고 이에 필요한 인력은 계속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IT 관련 산업
및 비육체적 노동을 선호하는 입직 경향과 제조업 부문의 입직 기피 사이에서 공고 교육이 어
려움에 처해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가 가치 창출 요소가 자본과 노동에서 지식 및 정보 생산
요소로 변하고 있는 현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공고 교육은 이러한 생산구조 변화에
맞추어 장기적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행해진 공고 정책을 볼 때 공고 교육은 사실상 경제 부처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책 방향이 생산 구조 변화와 기술 발달에 대비
한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기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기피하는 사양 직종 부문의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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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둔 결과 오늘날과 같은 질적 저하 현상이 벌어졌다고 판단된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
고 교육을 기피하여 정보산업 고교보다도 더 낮은 최하위 학생들이 입학하는 현실에서는 최첨
단 시설, 교육과정 개정, 실습비 증대 등의 온갖 지원 정책들조차 무용지물이 된다는데 심각함
이 있다. 따라서, 공고 정책이 피교육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산업계에서 바라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근로 조건을 고려한 공고 교육 정책, 전공 교과 교육의 질적 제고, 동일계
특별 전형 등을 통한 우수 학생 유인과 교사 인사 구조 개혁을 통한 교육 활동의 활성화가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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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적자원 , 현황과 과제
홍성범(대외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행정학박사)
중국은 세계 최고의 인구대국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한 공식인구는 12억4천8백만 명
이지만, 중국의 실제 인구는 심지어 강택민도 모를 정도로 그 정확한 규모를 아무도 모른다.
1자녀 출산정책에 따라 호적이 없는 수많은 내륙지역의 여아들, 무작정 도시로 나온 맹류
등 누락된 인구를 제대로 산정한다면 최고 15억 명까지 추산되기도 한다. 중국 국무원은
2000년 12월 19일 21세기 인구 및 발전백서 를 발표하면서 2005년 총인구는 13.3억(홍콩, 마
카오, 대만 제외) 이내로, 인구의 연평균 자연증가율은 9‰ 이내로 통제하고, 2010년 총인구
는 14억 이내로 억제하며, 21세기 중엽부터 총인구는 16억 명을 분수령으로 하여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최대 과제는 질적
인 인적개발에 있다. 즉 기술인력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인
적 자원의 확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다.

1. 중 국의 연 구 인력 현 황

중국은 총량 규모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소와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계획경제체제에
서 산업 부서가 세분화하고 각 부서와 지방정부마다 독자적으로 연구소를 설치·운영했기 때문
이다. 특히 대약진 기간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정부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소 수와 연구인력
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구비가 부족하고 고급인력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구소를 확장시켜 상당수가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개혁개방 이후부터
연구소를 정비하고 연구능력을 개선했으나 문화혁명 기간에 대학의 기능이 거의 중단되었던 관
계로 고급인력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국의 연구기관과 연구인력 분포를 보면
다음 < 표 1> 과 같다.

<표 1> 중국의 연구소와 연구인력 (1999년)
구

분

기 업 체

대

학

정부연구소

계

연구소 수

11,237 (62.4% )

1,456 (8.0% )

5,307 (29.5% )

18,000(100% )

R&D인력(만명)

145.4 (64.3% )

25.1(11.1% )

55.5 (24.6% )

226.0 (100% )

연구원* (만명)

66.8 (53.1% )

24.1(19.2% )

34.9 (27.7% )

125.8 (100% )

* 과학가 (科學家)와 공정사 (工程師) 수
자료 : 중국과학기술부(2000), 中國科學技術指標

< 표 1> 에 따르면 연구원의 비율이 전체 연구개발인력의 57% 정도에 머물고 있고 특히 기업
연구소의 경우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기업체 연구인력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도 인구 천명 당 연구인력은 0.61명, 연구원 수
는 0.39명에 불과해 국가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기업
은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자체적 연구개발능력과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을 소화·흡수
하는 능력도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런 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
해 9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8,000여 개에 달
하는 정부연구소를 기초과학형 연구소, 응용과학형 연구소, 기술서비스형 연구소 등으로 재분
류한 후, 1,000여 개의 우수 연구소에 정부투자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기업체 연구소로 전환하
거나 기업의 기술용역업무를 담당하도록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며, 연구인력상의 불균형도 해소하려는 것이다. 그러
나 인력 유동은 구체제의 유산인 독특한 호적제도와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졸업생들의 자유취업 정책으로 정부의 조절 능
력이 줄어든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연구인력의 지역분포도 중국이 직면한 큰 문제이다. 중국은 남한의 100배 크기의 광활한 영
토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동부 연해주 지역과 중서부 지역간의 경제력 차이가 아주 크다. 따라
서 중국정부는 오랫동안 대학 졸업생의 통일 직장배치로 인력 불균형을 해소해 왔다. 직장배치
는 호적제도, 주택, 식량배급, 의료, 자녀교육 등의 사회보장제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으므
로 이를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본격
화되고 졸업생의 취업이 자율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급변하였다. 소득 수준이 높은 연해주 지
역과 합자기업, 당정기관 등에 고급인력이 집중되면서 낙후지역인 중서부 내륙지방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경기 위축으로 약간 둔화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
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밖에 중국의 독특한 실정을 반영하는 지표로 연구원의 연령분포가 있다. 중국은 문화혁명
기간인 66년부터 4년간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그 뒤로 77년까지는 노동자, 농민, 군
인 중에서 추천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했으므로 학생들의 기초실력이 아주 낮았고, 그나마도 재
학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험에 의한 입학으로 대학이
정상화된 것은 78년부터였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대학교수와 고급 연구원들에는 65학번 이전
세대인 50대 후반 연령과 78학번 이후 세대인 40대 이하 연령 사이에 커다란 단절이 있다. 이
러한 연령 단절은 세대간의 지식 전수나 국제협력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현직에 있는 65학번
이전 세대 중에는 소련과 동구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 유학했던 사람들이 많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 유학했던 사람이 거의 없다. 따라서 관념상 경직된 부분이 많고, 영어 능력도 부족해 의사
소통이 어렵다. 반면 78학번 이후 세대는 개혁개방으로 인해 미국, 일본, 영국 등에 유학한 사
람이 많고, 학교에서도 영어를 많이 공부하였다. 따라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
이 많고, 언어 능력도 비교적 우수하다. 문제는 양세대 간의 교류가 막힌 상태에서 65학번 이전
세대가 몇 년 안으로 모두 은퇴하게 되는 반면, 그 뒤를 이어갈 후속 세대는 아직 경험이 적고
인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런 엄청난 세대교체의 아픔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
국정부에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내세워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과학자들을 유치하고, 국
내에서도 우수한 청년 과학자들을 발굴하여 조기에 핵심 지도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중국과의 과학기술교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청년 신세대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곧 중국 과학기술계의 중심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 중 관 촌 과 IT 인 력

2001년 5월말 기준으로 중관촌 입주기업은 8,2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IT 관련
업체이고 외국투자기업도 1,600개에 이른다. 매출은 99년 864억元(13조 5,500억 원)이던 것이
2000년에는 1,540억元(24조 1,500억 원)으로 1년 만에 100% 가까이 늘었다. 벤처기업들은 하루
평균 7개 이상 생겨나고 있다. 중국과학원 등 연구기관 213개, 중국 최고의 명문대 청화대·북
경대학 등 대학교 73개, 하이테크 과학기술인력이 37만 8천명 등의 지표가 말해 주듯이 현재
중관촌은 단순한 지역 이름이 아니라, 중국이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는, 특히 전자정보산업
의 제반 요소가 집결된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 즉 중관촌은 중국에서 지적자원이 제일 밀집되
어 있고 혁신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인재, 기술, 정보, 환경 등 혁
신 중심으로서의 기본 요소를 초보적으로 구비한 혁신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 표 2> 중관촌지역 주요 대학의 인적자원(1999년)
인원구성
고급
副
兩院
직함 고급직함
院士
소유자 소유자

구 분

교직원
총수

청화대학교

8107

750

1756

북경과기대학교

3104

251

629

북경이공대학교

1900

북경우전대학교

2332

박사
지도 학부생 석사
교수

국가
박사 실험실 중점
실험실

24

342

10549 2492

1202

163

15

6

95

4350

1300

350

45

2

79

5452

1140

278

15

4100

600

103

5000

900
361

716

3

북경의과대학교 10000
북방교통대학교
北京航空航天
대학교

기초시설

2400

130

341

2

4300

320

940

3

7
1
1

7600
153

6000

1600

73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중관촌지역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10만여 명 가까운 IT 산업 관련학
과 학생들과 1만여 명 정도의 우수 연구인력이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점
은 IT 관련 인력의 질적인 한계이다. 중국의 정보기술 발달 역사가 짧아 인재층이 얇기 때
문에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중국의 정보기술은 기업내부전산망
(그룹웨어), 시스템통합(SI) 등의 중간 과정 없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발달하여 인
재를 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기술 발전의 정통코스를 밟은 탄탄한 실력을 갖춘 경력
자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이다. 현재 중국은 개발인력을 전산관련 학과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IT 업계가 향후 수년 동안 매년 약 25만
명 이상에 이르는 IT 인력 부족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W T O 가입
으로 외국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더욱 강화되고 이들이 현지 인력 스카우트에 적극 나설 경
우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부족 현상은 중
관촌 이외의 지역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례로 외국 IT 업체들의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해의 경우 浦東의 소프트웨어 단지 한 곳에서만 최소 4,000여
명의 고급 인력이 필요하나 상해를 비롯한 역내 대학 등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고작 5,000여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인력 부족은 상당 기간 중국 IT 업
계를 괴롭힐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중관촌 관계자들은 전국적으로 한해 배출되는 5만
여 명의 인력으로는 매년 수요가 급증할 IT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정
부와 업계가 연계한 효율적인 인력 배출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 . 다국적기업들의 인재 선점 전략

최근 모토로라사는 중국에 대한 “5개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06년까지 중국에서의 생
산액, 투자액 및 부품서비스 구매액을 각각 1백억 달러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북경은 모토로라의 핵심 연구개발기지의 하나가 되어 회사의 핵심
기술부서가 북경에 집중된다. 모토로라 소속의 중국연구원은 이미 18개의 연구센터를 보유
하고 있으며 R &D 인력은 1천여 명, 연구개발투자액은 3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연구원은 향
후 5년 간 R&D투자를 10억 달러 더 늘려 총 13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일본 NE C도 내년 2월, 중국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센터를 설립하고 북경과 상해에 자회
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N E C가 중국에 설립하게 되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센
터는 NE C광대역 및 이동네트워크 인프라시설 시스템에 필요한 중간 부품과 응용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50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2005년까지 500명
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시바도 소프트웨어 설계회사를 설립했다. 이미 청화대학과 상해교
통대학 출신의 설계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30명의 인력으로 개발 업무를 시작했다.
실제로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중국내 유수 대학에 대해 연합연구소, 연합실험실, 훈련센터
등을 설립하고 대학 때부터 연고를 맺는 입도선매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면 청화대학의 경
우, GM , DELPH I, H P , A DI DSP , S GS , SM C, 미쓰비시 등과 연합연구소를 설립했고, 소니,
AMD,

IN T EL ,

SUN ,

Rock w ell

등과

연합실험실을,

HP ,

IBM ,

COM P A Q,

MS,

M OT OROLA , T I, N E C 등과는 훈련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4 . 중 국 IT기 술 의 새 로 운 원 천 , 海 歸

중국대륙이 산업 열기로 달아오르면서 미국 및 유럽 등지로 유학을 갔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현지에 정착하던 과거의 경향과는 달리 경쟁적으로 귀국 대열에 합세하고 있다. 포동의 경
우 최근 1년 간 1000여명이 귀국, 200여 개의 벤처업체를 설립했다. 중관촌은 이보다 많은
2,000여명이 귀국,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150여 개의 업체를 만들어냈다. 이같은 IT 인력의
중국 U턴을 가리켜 하이꾸이(海歸) 라고 부른다. 다음 <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국 유
학생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테러 사건 이후, 실리
콘밸리의 침체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급속히 귀국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

< 표 3> 중국의 해외유학생 출국 및 귀국 인원(단위: 명)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출국인원

20,381

20,905

22,410

17,622

23,749

귀국인원

5,750

6,570

7,130

7,379

7,748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MIT 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소호닷캄(sohu .com )을 중국 최대의
포탈사이트를 키우는데 성공한 張朝陽이다. 99년 중관촌에서 창업한 무선 인터넷 사이트 장먼
(掌門·w w w .byair .com ) 의 설립자 王維嘉(35세)는 하이꾸이 출신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경우
이며, 중국의 아마존을 자임하는 사이버 서점 보쿠(博庫·ww w .bookoo.com ) 의 설립자 唐文
輝(36세)도 한 사례이다. 중관촌에는 2000년 한 해 동안 130명의 해외유학 박사가 귀국해 회사
를 설립했다. 해외 유학생들이 귀국해 설립한 벤처기업을 중관촌 3세대라고 표현한다. 즉
재래식 기술을 갖고 자금을 모아 창업한 1, 2세대의 기존 중국 대기업과 달리 제3세대는 첨
단 기술을 갖고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아 창업하는 전형적인 벤처기업들이다. 중관촌 제 3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연령이 30대이며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벤처기업
을 창업하는 청년사업가라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본과 기술
력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수효가 늘어남에 따라 유학생 출신들의 창업이나 취업 지원을 위한 반관반민(半官
半民)의 인큐베이팅 자문회사인 首創과학기술유한투자공사, 중관촌과학기술발전주식회사 등
이 속속 설립되고 있다. 귀국 유학생들은 취업보다는 창업이 많다. 비율로 보면 4대6 정도가
된다. 창업지원 시스템은 중관촌의 경우 인큐베이팅을 전문으로 하는 10여 개 기관과 업체
들이 있다. 가장 큰 창업보육센터는 北京留學人員海淀創業園 이다. 다른 지역들도 경쟁적으
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蘇州의 경우, 대상 범위를 유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에 1년 이상 연수를 하고 귀국한 교수까지 확대하고 있다.
북경시는 해외에서 유학중인 고급 과학기술 및 경영인력을 상해나 광주 등 다른 도시에
뺏기지 않고 유치하기 위해 2000년 5월에 북경시 유학생 귀국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발
표했다. 이 규정에서 가장 큰 혜택은 호구문제의 해결이다. 출신지가 어디건 해외 유학생이
북경시로 돌아오면 북경시에서 살고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아직 거
주이전의 자유가 없다. 다른 성 출신의 대학생이 북경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못 구
하면 반드시 원적지로 돌아가야 한다. 귀국 유학생들에게는 출국 전 호적과 관계없이 북경
시에서의 장단기 체류자격을 제공하며 자유왕래도 가능하게 하는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둘
째는 유학생 출신이 창업을 할 경우 기술투자를 60%까지 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
다는 점이다. 셋째, 유학생이 컨설팅이나 기술서비스로 얻는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도 면제

해 준다. 넷째, 유학생이 중관촌에서 창업했을 때 합법적으로 얻는 수입에 대해서는 납세후
임의대로 외환매입 및 해외반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창업시 최소 등록 자본금을
기존의 3만元에서 1만元으로 낮추어 주었다.

5. 맺음말

중국은 현재 양적인 인적자원확보에서 질적인 인적자원 개발로의 전환에 정책의 중점을 두
고 있다.

수학, 물리 등에서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여 향후 노벨상에 도전토록 한다는 청화

대학의 기초과학반 (일명 노벨반) 운영, 국내외 신진과학기술자 100명을 선발하여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백인계획 과 청년걸출기금 등은 그들의 장점인 기초과학을 좀더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위해서 각 대학들이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이 벤처를 창업할 경우, 3년간 휴직을 허용하는 등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을
위한 인적자원의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유학 인력과 화교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 경험 등을 국내에 이전시켜 인
적자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산학연대 강화 움직임
조황희(ST EPI 산업혁신연구부장)
최근에 일본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산학연대의 필요성과 관련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의 위원회에서도 산학연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종합과학기술회의 과학기술시스템개혁전문조사회에
서는 산학연대 추진을 위한 특별프로젝트연구팀을 만들어 과학기술시스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산학
연대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범국가적으로 산학연대를 주제로 하는 합창
이 울려 퍼지고 있고, 이와 함께 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산학연대
관련 세미나나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과거 산학연대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교류촉진법
(1986)」, 「대학 등 기술이전촉진법(1998)」, 「산업기술력강화법(2000)」 등
을 제정하여 공동연구 수행이나 연구성과의 산업계로의 이전에 관계되는 제
도적 환경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대학과 산업계간 혹은 대학이나 산업계 자
신의 관습 또는 제도적인 면에서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대규모 국가연
구개발비가 투입되어도 성과가 없거나 개발된 많은 성과가 사장되거나 정당
하게 평가되지 않아 국민생활이나 경제사회로의 환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
는 실정이다. IMD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은 연구비나 인력의 투입량에서 세
계 최고수준이지만 기술의 시장화와 경영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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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제품화나 사업화로까지 연계되었는가? 경제사회의 발전이나 국민생활
향상에 어느 정도 공헌하였는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화와 경영능력이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일본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일본의 산학연대 현황
대학과 산업계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산업계로부터 대학으로 공급되는 자
금 약 800억 엔(산업계 총연구비의 약 0.73%), 산업계 경험을 갖추고 신규로
채용된 대학교수 609명(전체 채용자의 약 13.8%), 대학에서 창출된 창업기업

128사(미국 2,275사) 등의 통계를 보면 외형적으로도 산학연대가 활발하다고
는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일본의 기업은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중앙연구소
에서 새로운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로부터 응용ㆍ개발연구까지 자사에
서 수행하는 「자기완결형 기술혁신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에 존재하는 기술 시즈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적인 관습에 따
라 비공식으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이 대학에 요구하는 것은 사업
화를 향한 특정기술이 아니라 유망한 기술 시즈에 관한 정보수집을 위한 안
테나로서의 역할 및 평균적 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확보에 머무르고 있다.
산학연대에는 지역성과 국제성의 양면이 있다. 산학연대를 효과적으로 이
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극복하여야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연구경쟁력에서 우수하여 국내외로부터 경쟁력을 갖춘 학생(일반 기업인도
포함)과 연구자가 모여드는 대학의 정비가 전제되고 있다.
일본의 산업계는 산학연대의 취약함이 미국과의 산업경쟁력 비교에서 크게
뒤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일본기업들은 과거의 자기완결
로부터 벗어나 연구개발의 일부를 대학에 위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한 국내외를 불문하고 세계 속의 대학으로부터 실용화를 향한 시즈를 적극
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학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를 늘
려나가고 산학연대의 환경이 정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기업의 대학과의 연대의 예로서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한 과제당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일본기업과 외국대학과의 연대 쪽이 자국 대학과의 연대보
다 높다. 이는 일본기업이 해외의 대학과 연대를 하는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개발성과와 특허 활용이라는 목적이 명확하여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투
자를 하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대학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투자가
중심인데 이는 목적도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인력채용을 목적으로 한 장학
기부금과 같은 계약 형태가 많다.
민간기업은 기술개발 속도의 가속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영자원의 선택
과 집중이 요구되고 있어 혁신의 원천인 대학과의 역할분담이 경영전략상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대학의 기초연구능력을 최대한 활
용하여 신제품개발로 이어가는 혁신창출의 출발점의 하나로서 대학을 활용
해 나가는 접근방식이 필요해지고 있다. 대학의 인력양성 기능에서 대학교육
의 다양화ㆍ대중화에 동반되어 경제사회 니즈에 따른 인력양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산업계의 채용 형태 변화에서 나타나듯 니즈
에 맞는 인력을 대학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연대강화가 불
가피하다.
그런데 대학과 기업은 각각 역사와 문화가 달라 양자간의 연대 추진을 위
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목적의식을 공유하여
호혜적인 관계 구축과 산학연대가 평가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에서 산학연대의 최대 장애는 대학 측에서 기업과의 연대(공동ㆍ수탁연
구, 특허취득, 벤처기업 등)가 교수나 연구원의 평가대상이 되는 곳이 적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산학연대에의 인센티브가 약하다. 따라서 의욕과 실력이
있는 대학과 기업이 조직 대 조직의 명확한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산학연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정비가 필요하고 대학에의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T LO의 현황과 업적
대학 연구성과의 산업계로의 기술이전을 위해 1998년 제정된 「대학 등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해 대학에 T LO(T echnology Laison Office)가 탄생하
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해 승인된 T LO는 2년간 20개 기관이고 1기관은 인정
이 되어 총 21개 기관이 기술이전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표 1> 참조). 이
들 기관의 지난 2년 간 활동으로부터 나타난 결과는 라이선스가 69건(<표
2> 참조), 기술이전으로 창업한 벤처기업 5개사이다.
국립대학의 교수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벤처기업 등의 임원을 겸
업하는 경우 40명으로 증가하여 인력의 이동에 의한 기술이전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의 연구성과를 산업계로 이전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개
혁으로 공식적인 기술이전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
고 있다고 평가진다.

< 표 1> 승인된 T LO(2001년 4월)
승인일

T LO명

관련 대학

설립일

설립형태

(주)첨단과학기술인큐베이션
센타

동경대학

1998. 8. 3. 주식회사

관서T LO (주)

교토대학, 입명관대학

1998.10.30 주식회사

(주)동북테크노아트

동북대학 등

(학)일본대학

일본대학

(주)쓰쿠바리에존연구소

쓰쿠바대학

1997.5.20

주식회사

(학)와세다대학

와세다대학

1996.6.1

학내조직

(재)이공학진흥회

동경공업대학

1946.9.6.

재단법인

(학)게이오대학지적자산센터

게이오대학

1998.11.1

학내조직

12.9

(유)야마구치T LO

야마구치대학

1999.11.1

유한회사

12.24

북해도T LO (주)

북해도대학 등

1999.12.6

주식회사

(주)북규슈테크노센터

규슈공업대학 등

1990.4.20

주식회사

(재)신산업창조연구기구

고베대학 등

1997.3.18

재단법인

(재)나고야산업과학연구소

나고야대학 등

1943.7.1.

재단법인

(주)산학연대기구규슈

규슈대학

2000.1.17

주식회사

6.14

(학)동경전기대학

동경전기대학

1997.4.1.

학내조직

9.21

(주)야마나시T LO

야마나시대학

2000.8.22

주식회사

12.4

타마T LO (주)

공학원대학, 동양대학,
동경도립대학 등

2000.7.12

주식회사

(학)메이지대학

메이지대학

2000.10.17 학내조직

요코하마T LO

요코하마국립대학,
요코하마시립대학 등

2000.12.20 주식회사

(주)테크노네트워크 시고쿠

도쿠시마대학, 카가와대학,
고지대학, 고지공과대학,
에히메대학

1998 12. 4

4.16

1998.11.5

주식회사

1998.11.15 학내조직

1999 8.26

4.19

2000

2001 4.25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자료, 2001.

2001.2.15

주식회사

<표 2> 승인된 T LO에서의 기술이전 현황(2000년 12월)
국내
구

분

국외

실시허락건수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주)첨단기술인큐베이션센터

128

0

41

1

7 (6 )

관서T LO (주)

110

0

3

0

14 (11)

(주)동북테크노아트

49

1

24

2

4 (2)

66

1

11

0

10 (3 )

(주)쓰쿠바리에존연구소

14

0

2

0

1(1)

와세다대학지적재산센터

66

2

3

0

1(1)

(재)이공학진흥회

100

1

0

0

11(8 )

게이오대학지적자산센터

99

0

9

0

9 (8 )

(유)야마구치T LO

25

0

0

0

2 (0)

북해도T LO (주)

21

1

0

0

4 (4 )

(주)북규슈테크노센터

7

0

0

0

3 (0)

(재)신산업창조연구기구

13

0

0

0

2 (1)

(재)나고야산업과학연구소

16

0

0

0

1(1)

(주)산학연대기구규슈

15

0

0

0

0 (0)

동경전기대학산관학교류센터

10

2

0

0

0 (0)

(주)야마나시T LO

0

0

0

0

0 (0)

타마T LO (주)

1

0

0

0

0 (0)

740

8

93

3

69 (46 )

일본대학국제산업기술ㆍ
비지니스육성센터

합 계

주) ( )는 실시가 허락된 특허 중에서 로열티가 발생한 특허 수

3. 산학연대를 근간으로 하는 혁신시스템 구축
1) 산학연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기본적 고려

과거 일본적 관행 속에서 이루어져 온 산학연대의 형태도 앞에서 언급한
각종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학과 산업계의 상호 연대ㆍ보완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함으로
써 경쟁적인 환경을 정비하고, 시장을 통한 평가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대학은 학생에 대한 최대의 제공상품인

교육서비스 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산업을 포함한 사회에 그 서비스를 받은 인력의 질을 보증하고,
경제사회 니즈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연구 면에서도 사회의 니즈
에 따른 연구를 하기 위해 대학 측이 책임을 지고 연구관리를 하여 그 연구
성과가 사회에서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교육ㆍ연구활동은 사회에 널리 공개되어 학생ㆍ일반인ㆍ산업계 등 모든 국
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업 측도 대학으로부터 이전받은 연
구성과를 사업화하여 사회로 환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을 자각하고 과감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2) 산학여대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① 산학연대가 평가되는 시스템 구축
대학에서 실용화로 연계되는 연구분야의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산학연대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과 교수의 주요 업무의 하나로 산학연대를 추
가하고, 산학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위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제
도의 도입이 중요하다. 대학의 교수ㆍ연구자의 업적평가에서 논문 중심의 평
가를 수정하여 기업과의 공동ㆍ수탁연구, 특허 취득, 벤처 설립, 기업으로부
터의 자금 획득, 지역에서의 산학연대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실용화로 연계
되는 연구분야는 산학연대에 의한 자금이 연구비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
가 되도록 하는 배분을 해야한다. 단 교육분야나 기초적인 학문분야에의 자
원배분에서는 균형을 잃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계의 행동이나 정부에 의한 지원제도를 통해 그 인센티브가 실효
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은 성공 사례를 통
해 풍부한 자금이 모여 고도의 교육ㆍ연구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호혜적인
모델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새로운 성공사례의 창출에 공헌해야 한
다.

② 산학 인력교류의 활성화
산학연대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업과 대학의 시즈와 니즈를 연계하기 위해
서는 산학의 인력교류가 중요하다. 대학 측에서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
는 교수나 민간 출신의 교수가 있는 것이 산학연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성공요인이므로 인력교류의 활성화가 산학연대에서 핵심이다.
교수 선발에 있어서도 사회의 요청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연구목적도 다양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세계의 대학이나 산업계의 폭넓은
인력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민간에서 대학으로의 인력유동화
방법으로 파견형식도 유효한 방법일 것이므로 산업계가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대학과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 대학교수의 선발 기준으로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채용이 되는 길을 열어두고, 논문 이외의 업적을 고려하는 내용으
로 바뀌어야 하고 채용과정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경력ㆍ능력에 따
라 처우를 차별화하여 우수한 인력의 획득을 위한 탄력적인 인사제도를 갖
출 필요가 있다.
대학의 연구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해서 교수의 기술지도나 대학의 벤처 창
출을 추진해 나가고 대학의 판단에 따라 교수의 겸업ㆍ휴직이 자유롭게 이
루어져야 한다. 교수ㆍ조교수 층의 산업에의 인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공동연구를 충실히 하야야 한다. 대학원생에 대
해서는 사회와의 연대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교육의 초기단계에서 인턴제
도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대학이 대학원의 학생을 1- 3년간 민간기업에 파견
하여 기업이나 국가의 장학금으로 기업이 관심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고,
기업도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제도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학생 등이 기업의 기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도 유념해야 한
다.
③ 산학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터페이스 충실
기업과 대학의 상호이해 증진의 장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01년 11월에 「산학관 연대 서미트」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이 행사를 계
기로 산학관의 대화가 다양한 장소에서 지속되어 목적 의식의 공유와 테마
설정을 향한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기대한다. 대학에서의 산학연대가 한
사람 한사람씩 이루어지던 것에서 대학 전체의 대처로 확대되어 가기 위해

서는 기업이나 정부의 조직에 대한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기업의 기획
부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만들거나(예를 들면 산학연대 담당부학장을 두는
등)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외부에 대한 학내의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대학 내의 산학연대 지원조직에는 기업 측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는 민간인
의 적극적인 채용이 요망된다.
성과의 취급에 있어서 대학과 기업 간의 충분한 상호이해 하에서 유연하고
명확한 내용의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제로서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원칙으로 적정한 보장 하에 대학의 연구원이 발명한 것은 조직으로서 대학
에 귀속시키고 대학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세계 최고 수준의 시즈 창출이 가능한 대학의 바람직한 모습
능력주의ㆍ업적주의에 의한 채용, 평가와 처우를 하도록 경쟁원리를 도입
하여야 한다. 특히 실용화로 연계되는 연구분야 혹은 그것만을 사명으로 하
는 대학에서는 교수의 급여를 [고정급 + 성과급]으로 한 유연한 급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단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의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충분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논문, 특허 취득, 산학연대의 연수나 성과의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산업계도 그러한 정보를 바탕
으로 산업계의 관점에서 각 대학의 산학연대의 대응책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4. 맺음말
일본은 산학연대를 산업경쟁력 강화의 커다란 축으로 보고 정부와 산업계
에서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다. 산학연대에서의 핵심은 상호의 시즈와 니즈
의 연계를 통한 기업의 혁신능력 배양과 인력양성이다. 일본이나 한국에서의
산학협력은 사회ㆍ문화적인 면과 산업의 태동적 요인에 의해 어려운 측면이
많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기업과 산업의 성장은 대학에서 창출된 지식과는
거의 관계없이 기업 독자적으로 해외의 기술을 도입하여 발전하여 왔다. 따
라서 대학과의 연대에 대해 사회가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업은 산
업의 성장 역사 속에서 자국 대학과의 연대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
론에 들어가면 벽에 부딪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같이 산학연대를 통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오히려 미국의

대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도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관점에서 나타난 것과 함께 사회ㆍ문화적인 측면도 산학
연대를 저해하고 있다. 어쩌면 일본에서 산학연대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는 사회ㆍ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의 경우 대학
의 연구시스템은 동일 분야의 수직적 관계의 팀(교수, 조교수, 조수, 대학원
생으로 이루어진 팀)이 주류이어서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고 지식의 축적과 전달이 쉬운 시스템이다. 결국 수직적 관계
의 팀으로 구성된 일본의 대학연구시스템이 수평적 관계의 팀으로 구성된
미국의 대학연구시스템에 비해 기업의 니즈를 해결하는데 있어 비효율적이
어서 일본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본다.
이밖에 일본에서는 산업체의 연구자와 대학의 교수들간에 보이지 않는 상
호불신이 있다고 여겨지고,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일지라도 소속하는
조직에 따라 사회가 인식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산학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산업체의 경험을 보유한 교수가 많을 때 그들이
대학과 기업의 연결고리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와 같은 공동체가 많이 형성될수록 대학은 기업과 사회의 니즈에 맞는 교육
과 연구를 수행하고, 기업은 대학으로부터 지식과 양질의 인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결국 산학과 학연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위
해서는 대학교수의 임용 조건에 기업체나 연구기관의 경험을 중요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대학교수들의 평가에서도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평가
하는 기준을 만들어 학술적 성과, 교육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성과도 평가요
소로 만들고 그 비중을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금년도 노벨화학
상을 수상한 일본의 노요리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산업계에서의 실용화

야말로 과학의 역량이 측정되고, 자기의 성과가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이용될
수 있는가가 평가의 중요한 기준 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정보통신 클러스터: 발전 과정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덕순

인도는 더 이상 전통의 나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 내에서만 아니라 인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소프트
웨어 엔지니어들을 활용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인도를 알
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으며 일부 중소벤처기업들이 인도의 소프트웨어기업과 협력
을 하고 있다. 인도는 영어로 된 정보도 많아 잘 알려져 있을 법도 한데 우리의 이해
수준은 실제 그렇게 높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발
전과정, 강점과 약점에 관하여 보다 깊게 분석하여 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
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인도의 과학기술체제
인도는 다양한 언어, 인종, 종교 속에서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주과학, 국방기술 등에서 매우 앞서가고 있는 강대국이다. 그러나 약 3백 달러에 불
과한 1인당 국민소득, 높은 인구증가율, 50% 정도의 문자해독률,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등 사회경제적 여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뛰어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
사회적으로 낙후된 이중성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적인 과학기술체제에서 뿌리깊
은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국가혁신체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도의 과학기술시스템은 크게 정부, 대학, 산업계
로 그 구성요소를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산업계의 연구개발능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정부 및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6- 97년 과학기술통계지표를 보
면 인도의 총연구개발투자는 834억 루피로써 이는 GNP의 0.66%에 해당하며 국민 1인
당 연구개발비로 환산하면 2.48달러에 해당된다. 이 중 중앙정부가 63.3%, 주 정부가
8.7%, 공기업이 6.4%, 그리고 민간기업이 21.6%를 부담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부문이 80% , 민간부문이 20%를 담당하는 구조이다.
연구소로는 민간기업연구소 1,111개, 공공기업연구소 166개, 정부연구소 200개가 있
다. 산업계의 총연구개발투자는 233억 3,000만 루피로 매출액의 0.49% 수준이다. 인도
에서 과학기술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1996년 현재 약 335만 명이다. 인도에는
인구 천명 당 6.91명의 과학기술자(T echnician 포함)가 있지만 약 0.25명만이 고용된

상태에 있다. 교육기관을 보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210개이며 전문대학
(College)의 수는 9,703개이다. 이들 교육기관으로부터 매년 약 23만명 정도의 과학기술
인력이 배출된다. 1996- 97년 동안 인도에서 등록된 특허 수는 총 907개로 이 가운데
인도 국민에 의한 것은 293개이다.
2. IT 산업의 규모
1986년 컴퓨터 소프트웨어정책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도의 정보통신산업은 높
은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분야로 전략적 산업이다. 인도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이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규모를 보면 1988- 89 회계연도에
약 56억 루피(4,000만 달러)였던 것이 1998- 99 회계연도에 2,500억 루피(60억 달러)나
되었다. 수출도 매우 인상적이다. 2000년 10월 16일의 Hindu stan T im es 신문에 따르
면, 1998- 99년 동안 인도는 세계 91개국에 109억 4,000만 루피(26억 5천만 달러)의 소
프트웨어를 수출하였다. 그러나 1987- 88년의 수출액은 겨우 3억 4,000만 루피였다. IT
부분은 1990- 91년도에 GDP의 0.3%를 차지하였는데 1999년에는 1.5%를 차지할 정도
로 성장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과는 달리 하드웨어산업은 낮은 성장률 및 낮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의 인도 하드웨어산업은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쇠
퇴하게 되었다. < 표 1> 을 보면 소프트웨어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하드웨어산업은 정
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 인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산업의 규모 비교
연도

소프트웨어 (백만 루피)

하드웨어 (백만 루피)

국내시장

수출

합계

국내시장

수출

합계

1994- 95

10,700

15,350

26,050

18,300

5,500

23,800

1995- 96

16,700

25,200

41,900

35,600

1,200

36,800

1996- 97

24,100

39,000

63,100

37,800

10,300

48,100

1997- 98

35,100

65,300

100,400

44,970

7,430

52,400

1998- 99

49,500

109,400

158,900

42,350

155

42,505

자료: Indian IT
NASSCOM

Softw are

&

Services

Directory

(1999- 2000),

3.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과정
가. 방갈로의 초기 조건
인도 IT 의 수도로, 인도의 Silicon Valley로 알려진 방갈로(Bangalore)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심지로 탄생하게 된 원인을 보기 위해서는 그 초기 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방갈로는 소프트웨어의 중심이 되기 이전에 이미 많은 공공부문 연구개발조직들과
그 연구개발조직 산하에 많은 하이텍 산업조직 단위들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Hindu stan Aer onautics Limit ed, Hindu st an Machine T ools, Bharat Electrical Limited
등을 들 수 있다. 공공부문 내의 이런 산업조직들은 방갈로시 주변의 중소기업들, 특히
중간 정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여 납품 등 사업 기회
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이테크 산업의 출현과 함께 이미 존재하고 있던 우수한 교육기관들은 수준 높은
인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오래 전에 방갈로에 설립되어 있던 인도과학원(Indian
In stitute of Science; IISc)은 최신의 과학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세계적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다. 인도과학원 내의 학과 및 전공분야들은 방갈로 주변에서 출현한 하
이테크산업 및 점증하는 높은 수준의 인력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하기 시작하였
다. 방갈로의 산업들은 Chennai 인도공과대학원(Indian In stitute of T echnology : IIT )
및 Mumbai 인도공과대학원의 혜택도 많이 보았다. 혜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우 숙련된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도공과대학원이 보유하고 있
는 과학기술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이런 인력 풀은 방갈로에 위치한
인도경영대학원(Indian In stitute of Management ; IIM )에 의해 한층 더 보강되었다. 인
도경영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인도 명문 공과대학 혹은 대학원 출신이
었으며 이들이 기술과 경영을 동시에 교육받을 수 있었다. 방갈로의 인도경영대학원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던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재교육 측면뿐만 아니라 새롭게 노동시
장에 진입하는 과학기술자들에게 경영능력을 보완시켜 주는 역할도 하였다.
나. 제1세대 기술기업가의 등장
방갈로 지역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공공부문에 의해 유지되는 첨단 산
업들을 보완하는 공생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바로 기존 직장을 떠
나 자신들을 고용했던 기업(공공 연구소)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컨설턴트로 활약한 사
외기업가(extr apreneur )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들 기업가들은 기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기존 조직의 수요를 맞추어 줄 수 있는 자신들

의 기업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런 제1세대 기업가들의 상당수는 사무직을 선호
했으며, 방갈로 지역에 있는 하이테크산업이 필요로 하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수요를
충족시키는 컨설턴트들로도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연유로 방갈로 지역에 있는 하이
테크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핵심능력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었다.
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핵심능력을 갖게 되고 이런 능력이 방갈로의 산업 계
획에 잘 들어맞게 되었을 때,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은 두 방향으로 흘렀다. 하나는 소
프트웨어 관련 능력의 빠른 확산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내 의존도가 점차로 감소하면
서 수출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여타 산업에서처럼 소프트웨어산업에서도
핵심능력을 중심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주변부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런 기업들의 대
부분은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하여 데이터 입력, 테스팅, 그리고 디버깅과
같은 저급기술활동에 종사하였다. 저급기술관련 소프트웨어기업들은 처음에 방갈로에
있었지만 곧 빠르게 전국에 걸쳐 확산되었다.
동시에 정부의 경제자유화 정책에 따라 시장경쟁력이 없는 공공부문의 하이테크 단
위들은 점차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이미 태동하기 시작한 소프트웨어산업
도 지역적 수요 기반을 잃어버리고 생존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만 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 전술하였듯이 소프트웨어산업
은 인도에서 가장 재주 있고 숙련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의 동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입지를 구축했다. 이들을 통해서 인도 소프트
웨어산업은 국내시장보다 해외(대부분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산업이 확장될 수 있었
다.
라. 저급기술 위주의 성장
인도정부가 1980년대 중반에 시작한 통신시설 구축 프로그램은 원시적이었던 인도의
통신시스템에 엄청난 개선을 가져왔다. 이를 통하여 해외와 인도의 통신이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소프트웨어 관련 자원이 미국으로부터 쉽게 접근될 수 있었다. 통
신 인프라야말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확대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프라였던
것이다. 그러나 해외시장에 수출한 제품 및 서비스는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저급기술
분야에서였다. 이런 분야에서는 인도는 선진국에 비해서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저급기술 분야에서 비즈니스 규모는 매우 확장되었다. 처음에는 지식
집약적인 수준 높은 기술에 의해 시작되었던 산업이 수준 낮은 기술과 저임금이 지배

하는 산업으로 변모했다.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제품/ 서비스별로 가치사슬 피라미드를 그려볼 수 있다(< 그림 1>
참조). 제일 위 부분에는 제품 사업(pr oduct bu siness ) 분야가 있다. 이 분야는 개발하
는데 핵심적 지식 및 전문성, 다양한 기술 및 자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구개발 및 마케팅 노력이 있어야만 되는 분야이다. 이에 비해 전문용역 서비스나 프
로젝트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행되며 수반된 위험이 훨씬 낮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런 전문용역 서비스에 매우 의존하고 있으며, 팩키지 개발, IT 컨설팅, 연구
개발 등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 그림 1> 소프트웨어산업의 가치사슬 피라미드
Product s
Strat egic Con sulting
Sy st em Int egration
Application Developm ent
Year 2000
Reengineering
Maint enance, Migration
Body Shopping

자료: Busines s Standar d, T he Smart Inv estor , 10th April 2000.

< 표 2> 는 소프트웨어 수출 및 내수시장의 매출 분야를 표시한 것이다. 앞의 부가가
치 사슬 피라미드와 관련하여 표를 보면 수출의 4/ 5 이상이 프로젝트와 전문용역 서비
스(profes sional service)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수출기업들
이 해외에서 마케팅하는 방법은 주로 최종사용자(end- user )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방
법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기업들은 body - shopping으로 알려져 있는 형태로, 즉 서구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현장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싼 인력을 수출하고 있다. 즉
인도의 기업들이 주로 저급기술의 낮은 부가가치 분야에서 주로 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시장 구분 (1998- 99년)
국내 시장
소프트웨어 활동

프로젝트

백만
루피

비율

14,100 28.5%

전문 용역 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 )
제품 및 팩키지
(Product s & Package )
훈련
(T raining )
지원 및 유지보수
(Support & Maintenance)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IT Enabled Services )
전체

2,500

5.0%

23,900 48.5%

수출 시장
백만
루피

비율

39,950 36.50%
48,300 44.15%
8,650

7.90%

2,300

4.5%

1,880

1.72%

2,000

4.0%

4,650

4.25%

4,700

9.5%

5,970

5.48%

100% 1,09,400

100%

49,500

자료: Indian IT Softw are & Services Directory, NA SSCOM
(1999- 2000)

마. 주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
소프트웨어 관련 저급기술 일자리는 인력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켰다. 방갈로가 속한
Karnataka주 정부는 기술교육(T echnical education )을 민간화한 첫 번째 주 정부였다.
이 정책은 민간의 관리 아래 있는 많은 기술학원(T echnical in stitution )의 설립으로 이
어졌다. 이들 학원들은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저급기술의 인력의 수요에 부응하여 컴퓨
터와 함께 다른 기술들을 교육하였다. 이런 연유로 해서 방갈로는 인도에서 소프트웨
어 붐이 일어날 때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게 되었다.
방갈로의 성공은 다른 지방정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Hy derabad가 수도인
Andhr a Pr adesh 주와 Chennai가 수도인 T amilnadu 주는 방갈로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한 주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 정부 수준에서 민간분야에서 소프트웨
어인력을 훈련시키는 기관들을 지원하면서, 인프라, 사무실 공간, 자금 대여 등을 제공
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었다. 많은 주들이 인도 뿐만 아니라 해외의 소프트웨어 기업
들을 자신들의 주로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한편 중앙정부는 주 정부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파크(Softw ar e T echnology Parks ;
ST P )를 만들었다. 80년대 중반부터 소프트웨어산업이 유망 수출산업으로 떠오르게 됨

에 따라 중앙정부도 이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전자국(Departm ent of
Electr onics : DoE )1)은 개별 기업이 가장 기본적인 설비, 특히 통신시설에 투자할 수 없
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방법은 정부
가 기본통신 인프라에 투자하되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게 하는 것이었다. 즉 소프트웨어 테크노파크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인도 내에서
희소 자원이라 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90년 정부가 소프트웨어 파크를 세 곳에 설립하였다.
이밖에도 다양한 지원 방식들이 동원되었는데, 예를 들어 1991년, 정부는 여러 정책
들을 자유화했고 인도 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여러 절차들을 단순하게 했다.
처음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외국기업들이 자유롭게 인도 내에서 소프트웨어 개
발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소프트웨어 수출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은 IT 법 80
HEE항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었다. 정부는 또한 인도 소프트웨어 수출업자들이
250%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
했다. 이런 소프트웨어 파크 정책은 80년대 후반 이래, 인도의 소프트웨어 수출을 촉
진한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 소프트웨어기업들의 특징
인도에서 소프트웨어산업 및 기업들의 특성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비교우위라는 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낮은 노동원가의 이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해외와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해외기업의 대
리자(agency )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의
수출액과 매출규모 사이에는 0.99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소프트
웨어기업들이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높은 수출의존도를
알 수 있다.
제품 측면에서 보면 인도의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가장 아래 부분, 또는 점점 더 표준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운영되
고 있다. 이런 저급기술 우위의 생존방식은 새로운 기업이 매우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으로 거의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 실제로 기업들의 매출액별로 보면 매우
소수의 기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매출액이 작은 기업들이 매우 많은 형태의
산업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규모로 매출을 올리는 소수의 기업들은 역사도 오
래된 구조를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기업의 평균 나이는 약8년으로 대략

1) 현재는 정보기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T echnology : w w w .mit .gov .in)로 위상이 한 단계 올라
갔다.

84%의 기업들이 80년대 이래 새로 소프트웨어산업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소프트웨어산업의 클러스터 해부도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기초하여 그 주체들을 그려보면 <
그림 2>와 같다. 투입 요소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상 인력 및 통신 인프라가 주요한
투입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PC, 사무실 집기 등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금액
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수요 요인을 보면 해외수요와 국내수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해외수요가 더 중요하며, 국내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의 수요는 침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지원산업을 보면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이 제일 중요하
다고 판단된다. 이에 덧붙여 최근 재외인도인들의 네트워크 및 벤처캐피탈기업 등이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이 국제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재외인도인
들은 소프트웨어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연구소나 하드웨어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인도 전체적으로는 주로 저부가가
치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 그림 2>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클러스터 해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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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주 정부는 각종 정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도 있다.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주체는 크게 인도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다국적기업,
소프트웨어 파크 등을 들 수 있다. 매우 소수의 대기업과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구조는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프트
웨어 파크는 대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
이 처음 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인도
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인도를 역외 소프트웨어 개
발 기지로 활용하는 경향이 많다. 이들 각 주체간의 경쟁 관계는 해외 고객들을 주로
상대로 한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경쟁은 완전경쟁시
장에 가까운 형태인데,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진입이 쉬운 저부가가치 활동에 집중
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가.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요인
인도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미 1999- 2000년 소프트
웨어 수출은 40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8년까지 1천억 달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도가 앞으로도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인도의
소프트웨어 수출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인도 IT 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
도는 고급 기술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들은 영어에도 능숙하고
수리적 능력이 비교적 뛰어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매년 수십만의 과학기술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분야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있는 한 인도가 가진 저원가 이점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역외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둘째, 방갈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주체들이 집적되어 있었다는 초기 조건이 소
프트웨어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방갈로에는 뛰어난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당시 정책에 의하여 이들 공공부문 연구소에서의 산업
단위 조직이 운영되었다. 이런 초기조건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소규모의 하이테크기업
들이 생겨날 수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소프트웨어기업들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셋째, 정부의 정책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인도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초기에 발생한
것은 상당 부분 자연발생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다. 즉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을 추진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도정부는 후에
소프트웨어산업에서 가능성을 보았고 소프트웨어 파크 정책을 위시하여 각종 유인 정
책을 추진했다. 인도정부는 또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형태
등의 정책보다는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금융혜택, 고속통신망의 제공

하는 등 여러 지원을 하였다. 심지어는 인도 특유의 행정절차상의 문제까지도 원스톱
창구를 만들면서 해결하였다. 즉 정부의 정책이 기존 조건에 더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확장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넷째, 인도인들의 세계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재외인도인들을 매개
로 한 마케팅 및 기업간 전략적 제휴, 벤처캐피탈자금의 공급 등은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실리콘 밸리 지역에 위치한 인도인들
은 인도의 소프트웨어업체들의 수출대리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벤처 자본이 인도로 흘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중간자 혹은 직접투자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
나. 인도 IT 산업의 약점
첫째, 무엇보다도 국내 IT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국내 IT 수요가 매우 취약하다
는 점이다. 국내시장의 뒷받침이 없이는 기술경쟁력 향상, 시장확보 등에 있어서 불리
하게 작용할 것이고 결국은 IT 산업 자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한 하드웨어
분야가 너무 약하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기술은 하드웨어의 발전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오히려 하드웨어 분야는 축소되는 듯한 모양을 보이
고 있다. 하드웨어 분야는 사실 정부가 너무 소프트웨어 수출 일변도의 정책에 치우쳤
기 때문에 무시되어온 감이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전체 IT 산업에서 하드웨어의 비중
은 감소되어 왔다. 결국 인도는 소프트웨어에 편향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하드웨어 개
발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한 약점이다. 지식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편향된 불완전한 지식에 의존함으로써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
둘째, 인력의 질적 수준 및 공급에 관한 문제이다. 인도가 충분한 양의 IT 인력을 배
출하고 있지만 질적인 문제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2000년 9월 3일자의
Hindu stan T im es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1만명의 석사와 800명의 박사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배출하지만 인도는 300명의 석사와 25명의 박사만을 배출할 뿐이다. 인
도가 IT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고급인력을 많이 배출하고 과학적 연구를 많이 수행하
여야 고부가가치의 활동을 수행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을 것이
다2) . 게다가 상당수의 인도인들이 인도를 탈출하고 있다. 이는 해외 네트워크 강화라는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인도 국내 IT 산업의 저변 확대라는 점에선 문제가 될 수도 있
다.
2) 인도정부는 IT 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고 인도의 인력들이 하급의 디자인, 코딩, 유지보수작업을 주
로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IT 분야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고위급 T ask F orce 조직을 만들었다.

셋째, 취약한 인프라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사용가능한 전체 대역폭은 초
당 350 Mb이다. 하지만 중국은 40 Gb의 사용가능한 대역폭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
도에 비해 100배 이상이다. 미국의 경우는 200 Gb이다. 인도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초
당 500 Mb로,

2002년까지는 4 Gb로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ISP업체들이 초당 12 Gb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 미국내 많은 대학에서 운영중인
Internet - 2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책상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초당 10 Mb로
접속할 수 있는데 반해, 인도의 ISP 업체들은 초당 12- 25 Mb를 수천의 고객에게 할당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내부 투자자원을 고려할 때 국제적 수준으로 인프라를 구축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해외투자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만약 국제적 수준의 IT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하드웨어가 그러
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능력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지 모른다.
넷째, 인도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경쟁력에 관한 문제이다. 인도의 경우 전술하였듯
이 저원가에 의지하여 저부가가치사슬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저부가가치사슬 활
동에 의지한 성장도 성장임에는 틀림이 없고 고부가가치 활동에도 결국은 확산된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집중도가 너무 심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마치 하드웨어
산업이 거의 쇠퇴한 것처럼 고부가가치사슬 활동에는 너무 취약하다. 그럼에도 인도에
서 체계적으로 IT 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
인다. 물리적 인프라만 아니라 기술적 관점에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문
제이다.
다. 토론 및 시사점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은 그 수출액을 보면 엄청난 성공임에는 틀림없다. 동시에 이
런 성공이 실제로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방갈로라는 독특한 조건이 있었고 이것이 소프트웨어의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
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
도정부가 의도적으로 행한 정책들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한다. 인도의
IT 산업은 초기에는 정부조차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성장하였다. 한참
지난 후에야 인도정부는 IT 정책을 구상했고 동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금융 및 다른 인센
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이 태동할 수 있었던 중요 요인은 고급
교육을 받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회를 보았고 그 기회에 과감히
도전했던 기업가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진흥정책
은 오히려 이런 소수의 기업가들의 노력으로 인도가 이미 국제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뒤에 나온 것이다.

결국 인도 소프트웨어 성공의 직접적인 요인은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런 예는 한국의 동대문시장 및 실리콘밸리의 예(Sax enian, 1994, 1999)
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즉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체가 아니라 지식생산, 지식유통, 지
식활용의 관점에서 보아 관련 주체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지 또 주체들의 행동이 다른 주체들에게 얼마나 상호 이익을 주는지의 관점에서 보아
야 할 것이다(Yim , 1998).
현재 인도의 IT 산업은 많은 하드웨어분야의 취약성, 국내 IT 산업의 수요 부족, 고급
부가가치활동의 부재, 기술력 향상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도는 소프트웨어에
서는 성공했지만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
은 세계 소프트웨어산업의 부가가치사슬 중 낮은 부분에 진입하였다. 가치 피라미드
개념에서 볼 때, 대부분의 매출이 저급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는 인도가 어느 정도 숙련된 IT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시장
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고급 기술능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인도 국내
IT 산업의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도내 다른 산업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를 활용하거나 자동화에 적극적이지 않아 인도 국내시장에서 IT 산업의 수요가 급속도
로 증가하길 기대하긴 어렵다. 아무리 좋은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수요기반이 없는 인도 IT 산업이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인도 사례는 혁신 클러스터라는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혁신 클러스터를 형
성할만한 어떤 초기 조건이 존재한 상태에서 정부의 특정 정책이 혁신 클러스터를 형
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물론 인도정부의 정책이 계속 성공적일지 한계
는 없는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볼 문제이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소프트웨어산업클러스
터는 매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혁신 클러스터의 산업집중 분
야가 매우 편향되어 있으며 약점으로 보이지만, 다른 점에서 보면 현재 인도가 가진
조건과 상당히 적합하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인도 사례는 혁신 클러스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는 한국에게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대덕연구단지 뿐만 아니라 지방에 테크노 파크, RRC 등 혁
신 클러스터를 육성하려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를 중심
으로 한 혁신 클러스터를 보더라도 이를 중심으로 설립되는 기업 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볼 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기보다
는 지역의 초기 혁신조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원만을 투입하려 했기 때문에 그
런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미 형성된 대덕연구단지는 물론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국내 혁신 클러스터들의 경우 초기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냉철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 문헌>
1. Department of Electronics , Govt . of India (1999- 2000), “Adv antage India,
Investment Opportunities in Electronics and Inform ation T echnology”.
2. NASSCOM (1999- 2000),

Indian IT Soft w ar e and Services Directory ,

New

Delhi. OECD, 1999, Boosting Innovation : the Cluster Approach .
3. Sax enian, A ., Regional Adv 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Harvard Univer sity Pr ess , 1994.
4. _______,

Comment on Kenney and Von Bur g , T echnology , Entr epr eneur ship

and Path Dependence: Indu strial Clu stering in Silicon Valley and Rout e 128 ' ,
Industrial and Corporat e Change, Vol. 8, No. 1, 1999.
5. Yim , Deok S ., "T echnology Policies and SME s in Korea: Per spective of S&T
Know ledge Innovation sy stem ," Best Pr actice in Managing T echnology Ext en sion
Sy stem s and In stitution s , INT EC- Chile, Int ernational Seminar , Santiago, Chile, 1998.
6. 홍성범 및 임덕순 외 3명, 해외 신흥혁신클러스터의 특성 및 성장 요인, 과학기술정책연구
원, 2001. 8.

북 한 과 학기 술인 력 양성 체제 의 변천 및 특징
이춘근 (ST EPI 선임연구원)

1.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변천
가 . 중 공 업 우선 발 전 정책 과 과 학기 술 인 력 수 요 의 급격 한 증 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는 국가의 산업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발전한다. 이런 점
에서 남한과 북한의 초기 대응에는 큰 차이가 있다. 남한이 전통적인 수공업에서 경공업, 중화
학공업, 지식산업으로 점진적 발전을 하고 대학의 인력공급은 항상 이를 앞서나간 반면, 북한
은 대학의 인력양성 기반이 채 갖추어지지 않고 중등교육도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과 자력갱생 정책을 추진하였다.
해방 당시 북한에는 대학이 단 하나도 없었고 대학 졸업자가 20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1958년에 이르러서도 대학 수 22개에 재학생 31,82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초기 공업화
과정 전반을 거쳐 공학자와 중견기술자, 설계기사 등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었고, 이를 보완
하기 위해 도입한 과학기술자 속성 양성 정책들이 최근까지도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다.
이런 인식은 김일성의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수 차례의 지적에도 잘 나타나 있다. 특히, 1960
년 8월 11일에 김일성은 전면적인 사회주의 공업화를 표방한 제1차7개년 계획을 앞두고 개최
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절박한 기술인력 부족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획기적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회의에서 내린 결론 중 하나인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에서, 김일성은 기
술인력이 극히 부족한 원인은 공업과 농업이 전례 없이 빠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 수요가
부단히 확대되기 때문이므로, 기술인력 양성사업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만 한다고 강
조하였다(김일성, 1986; 72- 99).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진단과 인력양성 확대 지시는 1961년 6
월 13일의 내각 제5차 전원회의와 1965년 2월 23일의 고등교육성 당총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
되었다.

나 . 인 력 공 급 능 력 의 급속 한 확 장
북한은 전반적인 고등교육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1946년 9월 15일에 북한 최초의 정규
대학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설립하였고, 1947년에는 월북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함흥화학공업
대학을 설립하였다. 1948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공학부, 농학부, 의학부를 분리하여 김책공

업대학과 평양농업대학, 평양의학대학을 설립하였고, 50년대 말에는 김책공업대학과 원산농업
대학 등 비교적 큰 대학의 일부 학과들을 세분화하거나 독자적인 기술단과대학을 신설하는 방
법으로 이공계 대학을 크게 확충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체제 하에서 정규대학의 급속한 확대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크
게 가중시키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정규대학의 확대와 일하면서 배우
는 교육체제인 공장대학을 같이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1959년에 청진광산금속대
학과 평양기계대학, 평양경공업대학, 평양수리대학, 평양운수대학, 원산수산대학 등의 15개 대
학이 신설되었고, 1960년 9월부터는 황해제철소, 강선제강소, 흥남비료공장, 희천공작기계공장
등의 대규모 공장, 기업소에 공장대학들이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 수가 1959년의 37
개에서 1960년의 76개, 1961년의 92개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재학생 수도 1959년의 52,000명에
서 1961년의 182,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김일성은 1961년 6월 13일의 내각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1960년 8월의 당중앙위
원회 전원회의 이후 고등교육성이 발족하고 대학 수가 급증하는 등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고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공장대학은 일하면서 배우는 방법을 통해 부족한 노동
력과 인력 양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교사, 기숙사, 실험실 등에 대한 국가부담을 경감하는
훌륭한 정책이므로,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 지시하였다(김일성, 1986;
100- 127).
이를 위해 김책공업대학 등 종합적인 성격을 띤 공업대학들을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들은
학생 모집 수를 계획보다 20- 30% 줄이고, 그 대신 공장대학과 그 학생 수를 늘이도록 하였다.
또한, 부족한 교수들을 보충하기 위해 유능한 기사, 전문가 중에서 겸임교수를 임명하고, 대학
을 졸업하고도 전공 분야가 아닌 곳에 배치된 사람들과 집에서 노는 여성들을 조사해서 좋은
사람들을 공장대학 교수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는 1979년의 신포수산대학과 1981년의 청산농업대학 등 어장대학
과 농장대학의 새로운 유형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1972년부터는 고등기술학교를 고등전문학교
로 격상·개편하였고, 1984년부터는 이를 다시 3- 4년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수가 크게 증가하여 최근까지 200명의 인텔리들을 양성했다고 공포하였다.

다 . 학 생 선 발 방 식 의 변화
북한은 1980년대 중반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노동생활이나 군 복무를 거친 사람들 중에서
추천에 의해 대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고수하였다. 김일성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나
사회에 나가 몇 해 동안 단련을 받은 후 대학에 가서 공부하게 하는 제도가 매우 좋은 제도라
는 것을 경험이 보여준다 고 하면서 이 제도를 고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회 실천을 통해 혁
명화 원칙을 수호할 노동계급의 지식인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
하였다. 오랜 군 생활로 이전에 배운 것을 잊어버린 제대자들이 대학의 이공계를 기피하고 사
회과학 분야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핵

심 인력들이 주간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기피하고 현장에서 교육하는 공장대학에 보내려 하였
다. 따라서 추천에 의한 제도로 인해 이공계 주간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
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추천 과정에서 직권과 정실관계가 작용하여 실력이 낮은 간부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였다.
이에 김정일은 1986년 12월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대학생 모집
을 실력본위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현 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인 만큼 정치사상뿐 아니라 과
학기술적으로도 준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등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실력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에 보내야 한다 는 것이다(김일성, 1999; 163- 170). 이에 따라 상부의
정원지표와 현장의 추천 중심으로 선발되던 대학생들이 점차 시험에 의한 실력 위주의 선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로서 우수한 학생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도 대학이 진학할 수 있는 길이 크
게 확장되었다.

라 . 졸 업 생 들 의 직 장 배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을 계획에 의해 지정, 배치하므로, 국가적 관심도에 따
라 졸업생의 진로에 큰 변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도 정권 초기에는 졸업생 중 상당수를
대학 교원으로 배치하여, 공장과 기업소에는 정규대학 졸업생이 그리 많지 않았다. 당 우위 정책
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공계 대신 사회과학이나 외국어 전공을 선호하고, 이공계 졸업생
들도 연구소, 공장, 기업소보다 당 기관이나 국가행정기관에 배치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김일성, 김정일은 지속적으로, 졸업생들이 직접 생산 현장에 들어가 노동자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을 노동계급화, 혁명화하고, 국가적인 생산문제 해결에 헌신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국가 경비로 공부한 졸업생, 특히 여성 졸업생들이 직장에 배치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고,
이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사업을 잘 할 것을 지시하였다. 3대혁명소조가 활성화
된 이후부터는 대학 졸업 후 3년 정도를 3대혁명소조원으로 활동한 후, 정식 직장에 배치하도
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과학기술자들의 직장 배치는 당의 사상 중시 정책으로 몇 차례의 큰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1950년대 말의 종파사건과 60년대 말의 유일사상체제 수립기에 상당수의 대학교수들이 좌천되
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은 1969년 5월 29일 당 과학교육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지만 당 정책을 시비하거나 유일사상체제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
단에 세우지 않아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김정일, 1999; 22- 32).
대학교수들에 대한 사상 검열은 1976년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으로 전운이 감돌면서 다
시 한 번 대대적으로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의 대학교수 구성에도 중국의 문화대혁
명과 유사한 형태의 세대간 단절이 존재한다고 한다.

2 . 고등교육기관의 성장 추이
가 . 과 학 기 술 교 육체 제
북한에서는 학전교육 1년과 인민학교 4년, 중등학교 6년의 11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후, 상당
수의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거나 직장에 배치된다. 이들은 일정 정도의 복무를 마친 후, 정규 대
학에 진학하거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인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
등에서 계속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중학교 졸업 후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2- 3년제 고등전문학교나 3- 4년제 단과대학, 4- 6
년제 대학에서 공부하게 된다. 대학과 연구소의 고급 학술 간부를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으로는,
학사를 양성하는 2- 4년제의 연구원과 박사를 양성하는 2년제의 박사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학원은 정규대학 뿐 아니라 과학원 산하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도 다수 설치되어 있고 그 규
모가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며, 연구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한 수준
이 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나 . 대 학 규 모의 변 화
< 그림 1> 은 북한의 대학과 학생수, 교수 1인당 학생 수, 대학평균 학생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북한 고등교육기관의 연도별 변화

* 학생 수는 x 1,000

195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에 대학 수와 학생 수, 학교평균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980년대 초반에 증가하였다가 중반에 크게 감소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반에 걸쳐 대학이 증가한 것은, 당시의 기술인력 부족에 따라 정규대학과 공장대학
을 대폭 확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63년에는 96개 대학에 21만4천 여명이 재학하여 대학
평균 학생 수와 교수 1인당 학생수가 각각 2,229명, 23.2명이 되었다.
1960년대에는 대학 수가 정체하는 가운데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정규 대학
학생 수의 감소와 함께, 당시의 경제와 국방 병진 건설 정책으로 군 입대자가 큰 폭으로 증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군 입대자의 증가로 공장대학의 학생 수도 그리 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 김일성은 청년 노동자의 부족으로 농사는 거의 여성들이 짓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대학이 증가한 것은, 당시에 전 인민의 인테리화 를 제창하면서 정규대학
과 공장대학을 확장하고, 중반부터는 한 때 560개교에 학생 수가 16만 명에 달했던 고등전문학
교를 3- 4년제 단과대학으로 대폭 개편했기 때문이다. 비정규 대학과 규모가 작은 대학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학교평균 학생 수와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고등전문학교의 단과대학
승격은 당시 남한에 비해 크게 부족했던 대학 수를 늘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대학은 이름뿐이고 교수진과 설비가 따라가지 못해 실력이 크게 낮다고 한다.
1996년 현재, 북한에는 약 286개의 대학에 31만여 명의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고 한다(한만
길, 1998; 58). 대학을 유형별로 나누면 종합대학이 3개교, 단과대학이 180여 개교, 공장, 농장,
어장대학이 100여개교가 된다. 대학 당 평균 학생 수는 1,084명으로서, 같은 해 남한 9,454명의
1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학의 평균 학생 수가 적은 것은 규모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중국도 최근까지 3,000명 이하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북한은 100여 개에 달하는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어장대학들의 평균 학생수가 적고, 청년
들의 군 복무기간이 길어 평균 학생수가 더 줄어들었다.
대학의 규모효율은 교육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중
국에서도 학생 수 10,000명을 넘어서까지 1인당 교육비가 계속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개혁개방 이후 이런 점을 인식한 중국 교육부는 소규모 대학을 통폐합해 종합화하고,
대학 당 평균 학생 수를 대대적으로 증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한 때 2,000명 정도에
불과했던 평균 학생 수가 최근에 3,0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로 볼 때, 북한의 평균 학생 수 1,084명은, 대학의 교육비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전체 대학생 수도 남한 3,363,549명(2000년)의 10%에 미달한다. 학령인
구당 대학생 비율도 10% 정도로서, 여전히 엘리트 단계의 고등교육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교육체제를 견지함으로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고등교육비 부담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 . 학과분포
한국의 대학들이 종합대학 위주인 것과 달리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학은 대개가 단과대학 위

주로 편성되어 있다. 종합기술교육 이론의 영향으로 생산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들을
실기 위주로 양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과대학 뿐 아니라 학과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다.
중국 역시, 건국 직후인 1952년의 구조조정으로 55개에 달하던 종합대학을 14개만 남기고 대폭
해체하여 이공계 위주의 단과대학으로 개편한 바 있다.
북한에서도 일찍부터 학과의 세분화를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1966년11월 30일 노동당 중앙위
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연설에서 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 질을 높이며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대학의 학과와 과목을 세분화하고 기술자양성을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책
공업대학에는 여러 부문 학과들을 종합적으로 다 두고 그 밖의 단과대학들은 보이라면 보이라
어느 한 가지만을 전문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학의 학과들을 이렇게 전문화하여야 기계공
업을 비롯한 공업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기술과목들을 세분화하는 것이 선진적입니
다 라고 지시하였다(김일성, 1986; 217- 242).
이에 따라, 이공계 위주로 개편된 북한 대학의 학과 분포가 상당히 세분화하였다. 북한의 교육
통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단과대학 분포를 정리하면
< 표 1> 과 같다.
<표 1> 북한의 단과대학 분포 변화
연도 종합 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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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대학은 인문사회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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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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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대학에는 당학교, 군관학교, 보위대학 등이 있음

자료 : 중앙정보부(1973: 132), 한만길(1998: 70- 77, 218- 225)

종합대학이 정체된 가운데 이공계 대학과 이공계 중심의 공, 농, 어장대학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대학 중의 비중이 11.4%, 30.7%에서 18.9%, 35.0%가 되었다. 종합대학과 특수대
학, 방송대학을 제외한 자연계와 인문사회계 대학의 비중도 38 : 62에서 25 : 75가 되었다. 의무
교육과 국가의료제도의 보급으로 사범계와 의학계가 증가한 것과 당 간부 양성 기관을 확충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을 공업과 농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집
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 교과과정
생산 현장과 밀접한 교육체제는 교과과정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
의 교과과정은 일반기초과목, 전공기초과목, 전공과목의 3가지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전공기초
의 비중을 상당히 높게 잡고 있다. 전공기초과목과 전공과목의 상당수는 강의 내용에 일치하는

실습과 연결되어 있다. 세분화된 학과체제에서 전공관련 지식과 실습의 비중을 높임으로서 바
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교육체제도 이런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단, 유일사상체제 강화의 영향으로 일반기초과목에서 사상정치 분야와 활동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차이점이다.
단과대학으로 분리되어, 세분화된 학과 체제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북한의 공업 발전에 큰 공
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소규모로 체계화된 교육체제에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었
고, 관련기업의 협조로 상당한 수준의 현장 실습을 추진할 수도 있었다. 졸업 후에는 바로 전공
분야와 일치하는 생산 현장에 투입되어 숙련된 기술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특히 기계공업
중심의 중공업 체제에서 이런 교육체제의 장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기술이 고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이런 교육체제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
하였다. 졸업생들의 시야가 좁아 인접학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합적인 분석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며, 기술고도화로 산업구조가 바뀔 때 이를 선도하거나 바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
이다. 특히, 직장을 옮겨 다른 분야로 진출할 때,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 인식한 것은 중국의 교육계였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으
로 구 교육체제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자, 중국 교육부는 상당수의 단과대학을 통합해 종합대
학으로 개편하고 학과도 대대적으로 통합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중국의 단과대
학 분포가 < 표 2> 와 같이 변화하였다.
<표 2> 2000년 중국의 단과대학 분포
종합 이공 농업 임업 의약 사범 어문 재경 정법 체육 예술 기타 계
83

239

44

6

100

221

15

68

26

14

29

196 1,041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敎育部發展計劃司 (2001), 2000中國敎育事業發展統計簡 , p.10

북한과 유사하게 이공계와 의약, 사범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공계
단과대학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신 종합대학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1세기를 대비하여 100개 정도의 대학을 선정해 세계적 수준으로 특별히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민철구, 이춘근, 2000; 49- 60). 이에 따라 대학 당 평균학생 수도 3,000명을 넘어서
4,000명을 지향하고 있고, 대학연구 수준도 크게 신장되었다. 최근 북한이 고려성균관대학을 종
합대학으로 격상하고 20여 개 대학을 중앙급대학으로 특별 육성하고 있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
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3 . 대외 인력교류
해방 직후, 고급인력 양성기반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을 추진한 북한
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으로 건설된 공장을 정상 가동하기 위해

대대적인 해외 유학생과 기술자 연수생들을 파견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946년부터 1972년 사
이에 총 7,258명의 유학생이 파견되었다고 한다. 국가별로는 소련 5,000명, 동독 400명, 체코
400명, 폴란드 400명, 헝가리 300명, 중국 300명, 불가리아 300명, 루마니아 50명, 아랍 50명, 탄
자니아 26명, 몽고 20명, 쿠바 10명, 미얀마 2명 등이었다(김철환, 1992; 70- 71). 전체의 70% 정
도가 소련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이어진 중소분쟁과 쿠바사태, 중국의 문화대혁명 등으로 이들 국가들과
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내부적으로도 주체사상이 강조되면서 유학생 파견이 크게 감소하게 되
었다. 해외 유학생 파견이 다시 활성화된 것은 1980년대 초반 김일성의 동구 순방으로 외국기
술 도입을 강조한 후부터였다. 이에 따라 1980년부터 1984년까지 과학기술 분야에서만 소련
545명, 일본 498명, 중국 287명, 동독 97명, 서독 87명 등 총 1,868명의 유학생이 파견되었다(김
철환, 1992; 73).
그러나 이 역시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이 해체되고 북한 이탈자가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국으로의 유학생 파견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중국의 북한 유학생 접수는
1950년 6월 25일 주은래 총리 주재하의 회의에서 북한과 5명씩의 유학생을 교류할 것을 결정
하면서 시작되었다. 주요 목적은 외교관 양성이었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흥
남공업대학 고학년생들의 실습을 북경대학, 청화대학, 북경농업대학 등에서 진행하면서 특별히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후 정상 궤도에 진입한 1950년대 말부터는 격년제로 수십명 정도씩의 유학생을 파견하였
다. 당시의 중국 내 북한 유학생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수행하던 월남 유학생 다음으로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1966년에 시작된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의 대학이 휴교 상태에 들어가면
서 모든 외국 유학생들을 귀국시키게 되었다. 북한의 유학생들도 모두 귀국하였다.
중국 유학이 재개된 것은 1971년부터였다. 당시의 주중 북한대사는 중국 정부에게 5- 6명의
학생을 중국에 파견해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외국과
의 유학생 교류 단절로 북한의 청년 외교관과 통역 인력 양성에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이를 허락해 1972년 겨울에 6명이 북경에 도착하였다. 이후 1973년부터 정식 유학
생 접수가 재개되었고, 1975년에는 문화대혁명으로 휴학한 학생 46명을 복학시켜 중국 내 북한
유학생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는 북한의 해외 유학생 파견 확대로 중국 유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매년 수십 명 선에서 파견되던 학생들도 평균 150명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유학생 파견은
80년대 후반의 사회주의권 붕괴와 유학생들의 북한 이탈 증가, 중국의 천안문 사태와 1992년의
한중수교 등으로 한 두 차례의 굴곡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심하고 학생들을 파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중국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유학생 파견이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매년 파
견되는 중국 내 북한 유학생 수는 250명 정도이고 이중 상당수가 이공계를 전공하고 있다.

4 . 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의 특성

가 . 급 속 한 공급 확 장 과 이 로 인 한 질 적 수 준 저 하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는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그
러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체제를 고수해, 항상 공급이 수요를 충
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
학 등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는 비슷한 체제를 도입한 중국 등과 함께 사회주의 교육
제도의 커다란 특징이 되었다.
군 제대자와 사회실천 경험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한 추천입학 제도도 북한 교육의 커다
란 특징이 되었다. 초기 단계에서 노동계급화, 혁명화 등의 계급 우선 정책이 간부 육성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천에 의한 입학제도는 장기간의 학습 단절로 인한
이공계 진학 기피, 직권 남용과 정실관계에 의한 입학, 공장의 우수인력 추천 기피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질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었다. 당 우선 정책에 따라 이공계 졸업생들도 연
구소나 생산 현장보다 당기관이나 국가행정기관에 배치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부족했던 초기 기반과 기자재 부족,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체제와 이로 인해 도입
한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 등도 졸업생들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었다. 김일
성은 1973년 10월 27일 교육부문의 책임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3대기술혁명이 잘 안되고 있
는 것은 전반적으로 과학자 및 기술자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다
음의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김일성, 1986; 405).1)
첫째, 해방 후에 학생들을 잘 양육할 준비된 인테리들이 적었다. 특히 자연과학 부문에서
인재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하였다. 따라서, 해방 직후에 대학들을 세우고 학생들을 자연과
학 부분에 70- 80%, 사회과학부분에 20- 30%의 비율로 받아서 교육시켰고, 부족한 교수자원
을 보충하기 위해 유학생들을 많이 보냈다. 그러나 유학생들도 언어 습득에 많은 시간을 보
내 과학기술지식은 많이 배워오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민족간부를 키워내는 원종 의 질이
낮았다.
둘째, 대학을 창설하고도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 주지 못했다. 자원이 부족
한 상태에서 대학의 증가로 국가 부담이 증가해 각종 실험설비와 교육 설비, 참고서적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다.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낮기 때문이다. 군 복무나 사회실천 후 입학한 학생들은 장기
간의 학습단절로 이공계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고, 직장 배치에서도 전공과 무관한 당기관이
나 국가행정기관을 선호해 학습 동기가 높지 못했다. 노동력 부족으로 대학생들이 농촌지원
과 사회정치 활동에 많이 동원되는 것도 학습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보충된 교수들의 질이 낮았기 때문이다. 교수들 대부분은 대학 졸업 후 바로 대학에
배치되어 교수 요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대학원 수준의 연구 활동을 경험하지 못했으
므로 가르치는 내용을 소화하지 못하고, 많은 교수들이 학생 때 받아 쓴 학습장에 매달려
강의를 하고 있었다. 졸업생들을 국가에서 배치하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긴요한 분야에 우

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우수 졸업생들이 당 기관을 선호
하여 대학에 배치되는 인력들의 소질이 높지 않았다.
다섯째, 대학 당조직들과 사로청 조직들, 그리고 교육행정 책임자들이 조직사업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활동이 미약해 학습 기풍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일성 부자에 대한 우상화와 정치사상교육도 질적 수준 저하의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대학생들의 노력동원과 함께 정규교육을 단절시키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
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한 때 이공계를 중심으로 사상교육을 다소 감소하는 조치를 취하
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나 . 규모효율의 저하와 국가부담의 증가
이공계 단과대학 위주의 대학 구조와 세분화된 학과 구조도 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의
커다란 특징이다. 북한의 대학들은 중국보다 이공계로의 편중과 학과 세분화 정도가 심하다.
이런 교육체제가 시장 메커니즘이 없고 졸업생을 국가에서 배치하는 북한의 현실에서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두터운 전공기초교육을 이수하고 실험과 실습으로 단련된
대학 졸업생들은, 사회주의 교육체제의 커다란 장점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의 예를 볼 때,
이런 체제에서 양성되는 상당수의 과학기술 인력들이 최근의 기술 융합과 고도화 체제에서 새
로운 기술을 창조하거나 산업의 구조조정을 선도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학령인구당 대학생 수 비중이 15% 미만에 머무는 상태에서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충분한 인
력을 양성할 수 없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체제에서 대학 당 학생수가 1,084명에 불과한 상태
에서는 국가적 부담을 줄이면서 대학 수를 확대하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 대중화
단계에서는 사립대학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사립대학 확대는 시장 메커니즘이 활
성화된 다음에야 가능해진다. 중국에서도 최근에서야 2010년까지 고등교육 대중화를 달성한다
는 목표를 세우고, 사립대학 메커니즘을 확대 도입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도 1980년대부터 고등교육 대중화를 천명하고 인력 양성을 크게 확대하였다. 그러나 고
등기술학교의 단순한 단과대학 승격이나 공장대학, 농장대학 등,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못하는
고등교육체제 확대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정규대학 위주로 이공계 대학
을 대폭 확충해 고등교육 대중화를 이룩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현 체제에서 사립대학
을 적극 육성할 것 같지도 않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정규대학 위주로 대폭 확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 . 유 학 생 들 의 연 령 단절 과 활 용 미 흡
1960년대 중반 이전과 1980년대 이후의 유학생 사이에 커다란 연령 단절이 있다. 이 같은 단
절은 양 세대간의 대화와 학문의 계승, 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1960년대
이전에는 주로 소련에 유학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주로 중국에 유학했던 관계로, 이런 세대
간의 단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대학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외국 유학생도 잘 활용하지 못했다. 우선, 외국 유학생 파
견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이 안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소련에, 198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선진국의 발달한 기술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다. 또, 국내외 사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유학생 파견이 중단되어 학문의 연속발
전이 지연되었고, 유학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충분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유학에서 돌아온 우수 인력들을 국내 현장지원 위주로 투입한 것도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
다. 자력갱생과 주체의 경제이론으로 국내 원료와 연료 등에 의존하는 북한 연구개발체제는 외
국의 선진기술을 직접 도입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고, 이를 과도히 주장하면 교조주의자나 사대
주의자로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들을 활용해 신산업을 창출할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
거나,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전략 분야에 집중하는 연구도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체
제 불안기에는 수정주의의 전파자로 오인되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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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에 대한 40년의 논쟁:

엔지니어리스 가 대학 캠퍼스를 침범하다*1)

에이미 수 빅스**2)
번역: 김병윤(서울대 기술정책협동과정 석사, byoon_kim@hanmail.net)
미국 공학교육은 성에 대해 차별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 과거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공학이라는 전
문분야에서 여성들의 지위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과학분야
보다도 공학분야에서 훨씬 적은 수를 차지해왔다. 따라서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학
공동체는 현대 기술사회에서 남성 혹은 여성이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또는 엔지니어가 된다
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2차
대전까지, 또는 2차 대전 이후까지 거의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4개의 기술중심대학[공대가 중
심이지만 공학계열 외의 다른 학과도 존재한다는 의미 — 역주]에 관심을 가진다. 본 사례연구는 남
녀공학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교수, 대학행정관료, 학생, 동창들이 성(性)과 기술 — 기술지식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성과 결부되어 있었다 — 에 관련된 상이한 쟁점 집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것이다. 입학 및 교육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이들 대학들은 여성들이 공학을 공부할 자격을 갖고 있
는 지 여부와 만약 자격을 갖고 있다면 어떤 논리로 여성들의 입학을 허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글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랜슬러공예학교(RPI), 조지아공대(Georgia Tech), 캘리포니아공
대(Caltech),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4개 대학에서 언제, 어떻게, 왜 남녀공학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에 대한 연구이다.
세기 전환기의 여성 엔지니어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몇몇 여성들이 토지양허대학(land grant university)에서 공학을 공
부하기도 했다. 올리브 데니스는 1920년 코넬대학교에서 토목공학 학위를 취득하고 20여년 동안 볼
티모어 및 오하이오 철도회사(Baltimore and Ohio Railroad, B&O)에서 근무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도
안가(draftman) — 그녀의 표현이다 — 로 근무하면서 몇몇 기차역을 설계하기도 했지만 (여성들에
게 어울린다는 이유로), 기차 식당차에서 사용되는 식기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데니스같은 여성은 매
우 드물었기 때문에 자주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20년대의 어느 대학신문에서는 여
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기사의 헤드라인을 지금 코넬대학교에서는 세 명의 여자 공대생들이 공
대에 침입해서 남성들과 경쟁하고 있다: 학업성적도 우수함 이라고 뽑기도 했다. 침입(invade) 이라
는 표현은 1920년대에 여러 대학들에서 여자 공대생들이 입학했을 때에도 대중적으로 사용되었고
1940년대에도 다시 사용되기도 했다.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 사이에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
다는 것이 놀랄만한 사실은 아니지만 여자 공대생들이 그동안 남성의 영역이었고 틀림없는 남성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던 영역에 진출한 외부인(the other)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
다.
제2차 세계대전
남성 노동력이 갑자기 부족해지자 여성들이 가정을 벗어나 외부 세계로 진출하는 문제가 표면화되었
다. 중요한 역할에 있던 남성들이 징집됨에 따라 기업은 설계를 하거나 조립라인에서 비행기, 탱크 및
* Amy Sue Bix, Engineeresses Invade Campus : Four decades over technical coeducation, IEEE Technology and Society Magazine,
Spring 2000, pp. 20-26.
** 아이오와 주립대학 역사학과 부교수. 633 Ross Hall, Ames, IA 500 11. abix@iastate.edu

다른 필수 물자들을 생산하는 기술 인력을 몹시 필요로 했지만 남성 엔지니어들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리벳공 로지(Rosie the Riveter) [로지는 로즈의 애칭으로 여성(기계)노동자 를
나타내는 표현 — 역주]를 채용하려 했고 결국 여성 엔지니어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영
자들은 또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공학에 관련된 직무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이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교육부는 남성, 여성 모두를 위한 과학, 공학, 경영학 집중과정을
급히 개설했다. 수학과 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폭발물 생산을 감독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의 화학교육, 또는 신형 비행기를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교육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이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여성을 보조공학자로 교육하기 위한 여성을 위한 공학기초
(Engineering Fundamentals for Women) 이라는 계속교육과정을 후원했다. 이 때부터 개별기업들은 기
술적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들을 찾아나섰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은 여성, 여성, 여성(Girls,
Girls, Girls) 이라는 헤드라인의 광고에서 계산, 그래프 작성, 기계장치공업에서 쓰이는 정밀 측정 등
과거에는 남성 공학자들의 자리에 이제 젊은 여대생을 채용합니다. 여성들이 성숙한 공학자가 되리
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 회사의 유명한 시험 과정을 이수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 발
표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수학이나 물리학 등 이학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들을 직무교육과정으
로 고용하여 공학을 교육하려 했지만 제한적인 수에 그치고 말았다. 기업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1942년 커티스-라이트 항공사는 이른바 커티스-라이트 여성간부후보생(Curtiss-Wright Cadettes)
이라는 교육과정을 계획했다. 코넬,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퍼듀, 미네소타, 텍사스, 랜슬러공예학교,
아이오와 등 7개 대학은 커티스-라이트 항공사와 협력하여 600명이 넘는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특
별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동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수학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전쟁에 기여
할 수 있는 특별 기회 라며 남녀공학대학의 대학신문에 대학 2, 3, 4학년 여학생을 선발 계획을 광고
했다. 지원자들은 공학, 직무용어, 항공기 설계, 공학역학, 항공이론, 항공기 생산 등에 대한 10개월
동안의 집중 교육을 받은 후, 항공기 설계연구, 시험, 생산 부문으로 배치되었다.
커티스-라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 중에서 코넬, 텍사스, 아이오와, 미네소타 등은 이미 여
학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남녀공학 대학의 여학생들은 주로 가정학을 전공하거나 공학계열보다는 사
범계열에 있었지만 이 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은 적어도 캠퍼스에 여대생이 있다는 데에는 익숙했다.
이런 학교들에서 조차도 간부후보생 계획은 여자 공대생이라는 생각에 대해 찬반을 불러일으켰지만
간부후보생들은 전쟁에 기여하고자 했고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환영받았다.

랜슬러공예학교에서의 엔지니어리스(Enginee ress)
이와 대조적으로 남성들만 입학했던 RPI에서 엔지니어리스 의 출현은 문화적 충격이었다. 지방 신
문에서는 엄청나게 큰 글씨로 RPI가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전쟁 상의 필요 때문에 116년 동안
이어져오던 오래된 규칙이 무너졌다 , 커티스-라이트 여성들이 RPI를 침범했다 는 헤드라인을 뽑았
다. 어떤 대학생은 결국 우리들은 침범당했습니다. 우리들은 순간적으로 기습을 허용했고 혼란에 빠
졌습니다. . . RPI에 여성이라니! 우선 우리의 호전적 엔지니어 들은 남성적 직업의 최후 보루에 대한
여성들의 침입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학 과정을 이수하는 척했습니다만 대학본부는
커티스-라이트 여성간부후보생들은 당신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 그들은 남성 엔지니어 여
러분들이 보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수에 불과합니다 라고 대학본부는 절망적인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들은 준수하고 지적이며 정직한 RPI학생들로부터 진심으로 환영을 받을 것입니

다. .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사들은 갈색이나 빨간 머리에도 익숙해질 것이고 심지어는 금발 엔지니
어에게도 익숙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여성간부후보생들은 멍청한 RPI 남성 들에 익숙해
질 것이며 날카로운 야유, 휘파람, 꼬나보기 등의 굉장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 [1]
RPI는 대학에 간부후보생 캐시(Katie Kadettes) [여성간부후보생 — 역주]가 있다는 게 이롭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간부후보생들은 대학생활에 매우 열심이었고 치어리더나 극단에 가입했다. 커티스
-라이트 프로그램은 전쟁 당시의 유명한 정치선전으로 활용되었다. 여성 엔지니어라는 생각은 비교
적 신선했고 여성간부후보생들은 사진에 자주 등장했다. 지방 신문들은 관련 기사들을 계속 보도했
고 «라이프 Lif e»지에서는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다. 교육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자들
은 여성간부후보생들이 대체로 매우 우수하다는 데에 놀랐고 교수들은 남자 대학생을 가르칠 때의
기대수준이나 교수방법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교수들은 처음 몇몇 여대생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여성간부후보생
들이 머리에서 모형을 떠올리는 훈련과정을 추가했다.
2차 대전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냉
전이 도래하면서 모든 면에서 소련보다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치인, 기업인, 교육자들을
사로잡았다. 소련의 학생들이 7학년[중학교 1학년 — 역주]때 미적분학을 배우고 있지만 미국은 새로
운 원자력 시대를 위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이들을 두렵
게 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1950년대에는 인구의 절반을 포기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여성들이 노동력
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되었다. 동시에 공학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일 수 없
고 매력적이지도 않다는 가정에 기반한 매우 강력하면서도 뿌리깊은 회의론도 제기되었다. 여성들의
직업적 야심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하는 최종 목표를 위해 양보되어야 한다는 일반인들의 생각
때문에 기술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던 여성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좌절을
겪곤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학교육에서 여성은 호기심의 대상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전쟁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게 회귀하지는 못했다. 평화가 도래했지만, RPI 대학
당국이 공식적으로 남자대학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
라 RPI의 대학 지도자 측에서는 여전히 공학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중심대학이기를
원했기에 많은 여성들이 지원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1940년대 후반, RPI는 매
년 4,000여명의 입학생 중 여학생은 40여명 정도였다. 그러나 어떤 동창회에서는 여성들의 등록을 거
부하기도 했다. 1958년에 어떤 졸업생의 RPI가 남녀공학이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직원은 우리
대학은 남녀공학이지만 너무 많은 여성들이 입학할까봐 그리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2]. RPI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도록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학생은
과학이나 공학커리큘럼은 학부생들이 따라가기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남녀가 같은 교실에서 공
부해도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을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다. 교실의 비공식적 속성은 여성의 입학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학문적 주제나 문학적 주제를 가르
칠 때에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여성이 입학하면 이런 관
계가 방해를 받는다. RPI는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공대로서의 현재의 명예와 전통을 유지해야 한
다 는 글을 쓰기도 했다. 1970년대 초반까지 RPI는 여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고 대학당국은 비
공식적으로 여성 신입생을 140명 정도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3].
조지아공대
조지아 공대는 RPI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조지아 공대는 전쟁 기간동안 간부후보생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고 남성만의 공대를 운영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여자 공대생이라는 아이

디어는 본질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학생들이 만드는 유머 잡지에는 여자 공대생에 대한
칼럼을 다루거나 어느 경우에는 잡지 전체를 여자 공대생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지만 대체로 놀림거
리에 지나지 않았다. 만화에서 여성들이 묘사되는 경우는, 긴 머리가 장비에 말려 들어가거나 수압시
험장치를 호두까는 데에 이용하거나 또는 남자들이 벌거벗고 수영하는 데에 불쑥 뛰어드는 모습 등
으로 그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남녀공학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아틀란타
의 여성단체들이 조지아 공대에 여성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대학 평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데, 법정소송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었다. 어떤 대학 직원은 검찰총장
이 말하길, 문제가 법정으로 간다면 그들이 이길 것 이라고 했다[4].
기술분야에 매우 재능이 있고 조지아 공대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여자 고등학생에게는 새로운 지
평이 열린 셈이다 블레이크 반 리어 학장은 개인적인 감정이 나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만 공식적
인 지위는 나를 반대로 끌어가고 있다. 내가 사는 동안, 남녀공학대학은 매우 익숙한 것이었고 여자라
는 이유로 어떤 학생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본드 양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로 생각한다. 그녀는 조지아 주민이고 능력있고 믿을만한 공대생이다.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
만으로 그녀가 태어난 주에서 공학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일이다. 반면
조지아 공대는 전통적으로 남자들만의 학교였다. 학생, 교수, 동창들은 대부분 남녀공학에 반대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5].
부인과 딸들로부터 압력을 받은 반 리어는 개인적인 선호를 포기하고 여성의 입학을 허가하기로
했다. 반 리어는 조지아 공대가 이미 야간대학이나 사회교육원 등에서 여성들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
었기 때문에 여성을 수용할 만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아틀란타 여성경
제인회의는 조지아 공대에 여성들의 입학을 인정하도록 조지아 주립대학 평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결
의안을 통과시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1952년 여러 평의원들의 반대를 거쳐 이제 여성들이 코
를 들이밀 수 있게 되었다. . . 우리는 이미 가정학과 의상학을 운영해왔다 며 대학 평의회는 매끄럽지
않는 결정을 발표했다. 결정에 따르면 조지아 공대는 조지아 주립대학 체계에 속해있는 다른 기관에
는 없는 분야에서만 여성들의 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여학생들은 공학을 공부
하는 경우에만 조지아 공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지아 주립대학 체제 내의 다른 대학에
서 여성들이 입학할 수 있는 순수과학이나 기타 전공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공대에 여성이 입학할 수 있다는 결정은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
다. 학생과 동창들은 남성들만 입학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어진 조지아 공대의 전통이며 이러한 전통
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은 매우 강력했다. 대학의 성원들 중에서 36% 정도가 남녀공학을 인정했지
만 나머지는 여성이 공학수업을 들을 것이라는 생각을 비웃거나 농담거리로 생각했다. 조지아 공대
최초의 여학생은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각종 신문들은 조지아 공대의 전통인 신입생들의 토
끼모자 를 쓰고 있는 여학생의 사진을 실었고, «아틀란타 컨스티튜션 Atlanta Constitution»은 대학의
상징탑에서 늘어져 있는 빨fot줄에 여성 속옷을 말리는 만화를 싣기도 했다. 여성들은 호기심의 대상
이었다. 어떤 기사에서는 지난 주부터 남성들의 요새가 남녀공학으로 바뀐 이후, 금발의 작은 여성
이 램블린 렉(Ramblin' Wreck) 의 집에 침입하려하고 있다. 금발의 메리 조안 커피는 남자친구를 찾
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조지아 공대에 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6].
조지아 공대를 완전한 남녀공학으로 하는 데에 반대했던 대학 평의회는 어정쩡한 상황을 만들었
다. 여성들이 허용되지 않는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특별입학을 원하는 요구를 평의원들에게 편지
로 보낼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했다. 화학공학과 2학년 학생은 전공을 화학으로 바꾸고 싶
어했다. 그녀의 주장은 조지아 공대에 무기화학구조를 전공하는 네 명의 교수가 있는 데, 조지아 주립
대학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지아 공대는 두 대의 핵자기공명관측장치가 있고 중성
자회절관측장치를 만들 계획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남녀공학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던

대학 이사장은 당신이 입학할 때, 전공에 대한 조지아 공대의 방침에 대해 듣지 않았습니까? . . . 나
는 [기술적 표현이 담겨있는] 당신의 편지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당신은 이 편지를 스스로 썼습니까
라는 답장을 보냈다. 어떤 평의원은 이런 제약이 소수의 여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
지만 나는 조지아 공대가 남편감을 찾으려는 사교계에 처음 나온 신참여성들(debutantes) 로 가득
차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너무 많은 여성들이 조지아 공대에 입학하게 되면 여러 젊은 남자 대학생
들의 진지한 생활목표가 거의 붕괴되어버릴 거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7].
1965년 새로 취임한 에드윈 해리슨 학장은 평의회를 소집해서 여성 입학에 대한 모든 제약을 없앨
것을 요구했다. 그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과학기술 두뇌의 부족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조지아 공대
는 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조지아 주의 유일한 기술관련 고등교육기관이다. 우리 대학을 선택하는 여
성의 수는 그리 늘지 않을 테지만, 관심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기는 어렵다. 조지
아 공대의 여학생수가 폭증하리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곧 진정될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학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전체의 1% 정도이다. 모든 제약을 철폐한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
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여학생 비율이 전체의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도달하
기까지도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 1965년 3월, 대학 평의회는 실질적으로 모든 과
에서 여성의 입학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8].
캘리포니아공대 — 예외적 경우
남녀공학이 조지아 공대에서 시행되자 캘리포니아 공대(이하 칼텍(Caltech))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했다. 1910년에서 1953년까지 칼텍에는 남학생들 밖에 없었다. 1953년 대학 평의회는
여자 대학원생을 예외적 경우 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실제로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는 항상 약 40여명의 대학원생들이 있었다. 조지아 공대와는 달리 칼텍은 사립대학이었기 때문에 남
녀공학에 관한 소송이나 주당국의 정치적 압력은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칼텍은 여자 학부생을 받아야 한다는 내부적 압력에 직면했
다. 남자 학부생들은 혈기왕성한 미국 젊은이들이 4년 동안이나 여자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성들을 입학시키거나 유사한 여자 대학을 인근에 설립해야 한다 라며
쉴 새없이 떠들어댔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환경은 시대착오적이며 사회적으로나 지적환경으로도 건
전하지 못하다고 불평했다. 그들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칼텍 대학원생은 뛰어나 과학도나 공
학도일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여성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 지도 모르는 사회적 바보가 될 것이라
고 주장했다. 이런 빈정거림이 점차 커지면서 대학원생들은 칼텍을 밀리컨 독재공화국 이라 부르면
서 스스로를 과학의 내시 라고 부르기도 했다[9].
1967년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생의 79%는 칼텍이 남녀공학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여성
들이 있어야 남성들의 학문적 능력과 행실이 개선될 수 있다고 대학당국에 약속했다. 칼텍의 학생들
은 풍부하고 포괄적인 사회생활 결여로 인한 좌절만 없다면 기꺼이 학업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보다
편안하기까지 할 것이다. 여성들이 캠퍼스에 있으면 상당한 교화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금 칼텍의
남성들은 너절한 옷을 입고 면도도 하지 않고 여러 사회적 미덕을 무시하면서 빈둥거리고 있다. 다행
히도 여성들과 일상을 같이 하게 된다면 많이 개선될 수도 있다. 학생회관에서 여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식당 예절을 지키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문학 수업의 관점도 완전히 남성들로만 구성되
어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사랑이나 인생에 대해 논할 때, 여성의 관점은 긍정적 효
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 남녀공학으로 가자 라고도 했다. 남녀공학 운동을 하는 이들은 칼텍이 여성
입학을 허용한다면 수도원같이 따분한 대학생활을 완화시켜서 남학생들이 마리화나를 덜하는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하기도 했다[10].

어떤 교수들은 칼텍이 남녀공학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미심쩍은 태도를 갖기도 했다. 그들은 기술
분야에 관심있는 여학생들의 지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
했다. 어떤 교수는 대신 관심있는 여학생들을 칼텍에서 교환학생 으로 받자 는 제안을 하기도 했
다. 그는 칼텍은 어떤 면에서 다소 이국적인 — 특히 과학전공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 장소이다. 이
를 통해 우리는 칼텍의 학사학위를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았고 받기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고 생각했다. 어떤 교수들은 학부 남학생들이 왜 여성들과 사귀지 못하는 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어느 보고서에서는 몇몇 교수들은 사회적 관계에 너무 집착하면 과학 및 공학연구자로
서의 성공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칼텍의 교수들은 대체로 부인과 상대적으로 적은 시
간을 보내고 있다 는 사실을 보여주었다[11].
이와 아울러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칼텍의 수도원적 생활 때문에 스탠포드나 버클리 같은 남녀공
학 대학을 선택한다는 증거도 있었다. MIT의 지도자들은 용기를 주기 위해 여성을 받는다고 해서
MIT의 과학 및 공학 실력이 악화되지 않은 점을 칼텍의 대학당국에 강조했고 칼텍도 전반적인 분위
기를 인지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프린스턴도 남녀공학으로 바뀌고 있었다. 1968년 칼텍 평의회는
투표를 통해 여자 학부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양성에게 기회를 개방하는 정의(正義)에 대한 논
의도 있었지만 칼텍이 남녀공학을 선택한 이유에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논의가 있었
던 게 아니었다. 결국 칼텍도 많은 여성들이 공학을 공부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뒤브리지 학장
은 아무리 신입생 모집을 열심히 하더라도 여성이 5%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칼텍은
남자 때문에 남녀공학을 선택한 셈이다.
MIT의 장벽
마지막으로 MIT에 대해 말할 때가 왔다. 앞의 세 대학들과는 달리 MIT는 공식적으로 오랜 기간동
안 남녀공학이었다. 최초의 여학생이었던 엘렌 스왈로우는 1873년에 학위를 받았지만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여학생들은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1940년 대학신문은 동료를 소개하면서 암연구자가 되기를
바라고 MIT에 입학해서 다른 여자친구와 100달러 내기에서 이긴 뉴욕의 매력적인 여성 이라는 표
현을 쓰기도 했다. 비록 남녀공학이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었지만 그리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2차 대전
동안 MIT는 레이더 개발 및 인재양성으로 매우 분주했기 때문에 커티스-라이트 간부 후보생 같은 일
에 시간을 빼앗길 겨를이 없었다. 1941년에 발표한 대학편람에서 칼 콤프턴 학장은 신입생들에 대한
환영의 연설에서 MIT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당신은 남자다운 일을 한 것이며, 남자다운 노력을 약속
해야만 한다 고 했다. 대학의 전통은 남성 그 자체였다. 공식 환영행사에서 MIT는 신입생과 아버지
를 위한 흡연실을 운영했다. 신입생이 되면 2학년과의 물싸움, 교수와의 야구시합 등 남성적인 여러
의식들로 가득찬 MIT캠프로 대학생활을 시작한다[12] [13].
1940년 이전에는 MIT의 전체 5,000여명의 학생들 중에서 여성이 65명을 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
다. 여기에는 주거의 문제가 있었는데, MIT는 여자 기숙사가 없었기 때문에 집이 보스턴에 있거나,
부모가 통학가능한 도심의 아파트를 얻어주는 경우가 아니면 여학생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
다. 게다가 1950년대로 접어들 당시에는 여러 교수와 본부지원의 교직원들은 여성이 기술중심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최근 엔지니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남
학생을 위한 자리를 결혼만 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여학생에게 넘겨주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고
했다. 게다가 대학의 의료담당자는 MIT에 입학하려는 여성들은 여성적인 삶이나 어머니와의 동일
화를 거부하고 남성에 대해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에 대
해 뿌리깊은 갈등을 느끼는 등 의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쟁심은 공학에 적합
한 젊은이 의 자산일 수 있지만 여성들이 갖게 되면 문제만 야기하는 건전하지 못한 속성이었다. MIT

의 상당한 수준의 남성 지식인들과 경쟁하려는 여성들은 자존심에 깊숙한 상처만을 입곤 했다. 공
대에 여성이 들어온다는 상상만으로도 현실적인 의심들이 싹텄다. 기계공학과는 학생들이 엔진의 성
능을 계속 점검하는 24시간 보일러 테스트를 해야한다. MIT의 남성들은 밤새도록 연구실에 있어야
하는 이 기회를 맥주 파티로 활용했다. 따라서 여학생이 남학생과 밤새도록 연구실에 있는 일은 적절
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MIT토목공학과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등의 기법을 가
르치는 여름캠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학생에게 맞는 야영방법을 몰랐다. 몇몇 별난 여성들을 제
외하고 MIT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여학생들이 캠퍼스에 즐거
움과 장식 을 가져왔지만 그렇다고 MIT가 그들의 입학을 장려하지는 않았다. 공식 문서에서도 MIT
의 교육목적은 남성들에게 공학을 교육하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960년 전에는 여성들이 MIT에 들어가려면 위험을 각오해야만 했다.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한다면 . . . 그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 나중에
서야 이 시기를 지켜본 사람이 말하기도 했다[14] [15].
그러나 남녀공학을 옹호하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여성담당학장이었던 루쓰 빈은 MIT의 여학생
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학당국은 이런 문제를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남녀
공학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대학을 지배하고 있다며 적절한 생활조건이나 개인들의 도움만 있다면 능
력 있는 여성들이 전문기술적 교육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공학은 여성의 본질
에 어긋난다는 논의에 동의하는 MIT입학담당부서에서는 실제로 여성 입학생을 인위적으로 줄였으
며 선택적으로 남성들보다 낮게 평가해왔다. 이런 현상이 전형적으로 드러난 어느 해에는 능력은 있
지만 주거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4명의 여성들을 탈락시켰다. MIT에 여성을 위한 지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남녀공학 옹호자들은 무엇보다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야 했다.
1960년, MIT 졸업생인 캐써린 맥커믹은 120명 규모의 대학내 여학생 기숙사 건설을 위해 150만 달
러를 기부했다. «타임 Time»은 명문 MIT에 다니는 여학생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며 지난 주에
야 MIT는 인근 래드클리프에서 온 매력적인 금발 여사감이 운영하는 여자 기숙사를 완공했다 고 보
도하면서 여학생들은 소수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 는 말을 덧붙였다. 소수 여학생의 일원이 되면 데
이트 신청이 쇄도할 수도 있다. MIT의 찰스 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여학생 기숙사 를 극찬하
는 칼럼이 17개 잡지에 실렸다. 맥커믹 홀 개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MIT가
남녀공학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일깨웠고 이는 1964년 여자 고등학생들의 지원이 50%나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16] [17].
그래도 여학생들은 여전히 여러 면에서 2등 시민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어떤 이가 잘 지적했
듯이 강의동에서 여자 화장실을 찾으려면 1마일이나 걸어야 했다 . 그래도 남녀공학을 지지하는 사
람들은 맥커믹 홀의 개관을 신임 투표 , 여성이 MIT의 영원한 일부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결정을
내린 판결 이라며 열렬히 환영했다. 이렇게 여학생을 위한 공간이 MIT에 마련되자 여성담당 학장인
재클린 매트펠드는 이제야 MIT가 여학생들을 학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시
작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여자 학부생을 무능하고 어색한 방해자 로 간주하는 여러 남성
교수들과 학생들이 너무 많다며 여성들에게 보수적인 월 스트리트의 태도가 아직도 MIT를 관통하
고 있다 고 덧붙였다. 매트펠드는 MIT가 미국 여성들이 과학·공학적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했다. 소련, 이스라엘, 스칸디나비아 등지에서는 이미 여성 교육을 강조해왔다는
사실을 들어 여성 때문에 MIT의 힘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장될 수 있다며,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반박했다. 그녀는 능력 있는 여성지원자가 너무 많이 입학하고 남성을 앞질러서 여
성들이 압도할 위협은 실제로는 없다 고 말했다[18] [19].
매트펠드 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MIT는 1964년에 과학 및 공학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특별 심포
지엄을 개최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동안 에밀리 윅, 밀드레드 드

레셀하우스, 베라 키스 티아코프스키, 쉴라 위드널 등 MIT의 몇몇 여성 교수들이 여성들에 대한 공학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에 몰두했다. 여학생들도 여성들
이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마주치는 언어폭력과 성폭력 사례를 제기하는 등 MIT의 환경을 변화시키
기 위한 운동을 했다. 그러나 이들이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숫자의 문제였다. 여자 공대생이 어느
수준의 결정적 규모(critical mass)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코 대우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입학 당국이
여학생을 모집하기를 미적거린다는 사실을 눈치챈 여학생들과 여자 교수들은 편지쓰기 및 전화걸기
운동을 독자적으로 전개했다. 1963년에서 1973년 사이, MIT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는 3배로 증가했
으며 전체 학생의 13%에 이르게 되었다. 1975년 여성 포럼의 요청으로 글로리아 스타이넘 [대중적인
페미니스트 저널리스트 여성망명정부에 대한 공상 (현실문화연구)이 번역되어있다 — 역주]이
MIT강당에서 청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강연을 하기도 했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는 얼마 되지 않던 MIT 여학생들이 괜히 너무 지나친 것을 요
구해서 소란만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다. 1963년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크리스티나 얀센
은 나중에 나는 매 수업마다 여성을 대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졌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바보같은 소리를 하면 우리의 존재를 원하지 않던 모든 남성들에게 무기가 되었으니까요 라고 회상
했다. 1년 전만 해도 20명 중에서 3명만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은 MIT의 다른 사람
들이 여성들은 매우 활동적인 과학이나 공학분야의 분위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논거가 되었
다. 얀센은 자신의 연구도 했지만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1학년 여학생들을 가르쳐서 여학생들의 학
점이 오점이 되지 않도록 했다. 그녀는 차별대우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반대할 수도 없었다
는 사실을 불평할 생각도 못했다. 게다가 다른 공대에서는 여성들을 전혀 받아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MIT가 1년에 20명만 모집했지만, 이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성들에게는 축복이었다. 아직
도 나는 MIT가 우리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풀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20].
남녀공학 기술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녀공학 기술교육에 대한 네 가지 사례연구를 볼 때, 여성 공대생을 받아들이는 논쟁의 직접적인 동
인은 각기 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RPI에서는 2차 대전이었고, 조지아 공대에서는 법률적 위협
과 학장의 의지였다. 칼텍에서는 학부 남학생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이었으며, MIT에서는
몇몇 페미니스트들의 활동 때문이었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공통점도 있다. 모든 경우에 남녀공학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공학이 원래 남성적 전통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래부터 공학교육에 적합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남녀공학이 이루어지자 남자 공대생, 교수, 동창, 대학당국들이 머리를 맞
대고 기술 교과목의 성별화된 속성이라는 어려운 물음에 대해 씨름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공대 수업
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가, 또는 버티기를 원하는가? 여자 신입생을 받으면 우수한 공대를 만드는 요
인을 희생한다는 의미인가? 일단 어떤 대학이 여학생을 받기로 했다면 여성들이 공학을 계속하지 못
하도록 좌절시키는 사회적 조건 하에서 여학생들의 입학을 확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RPI, 조지아
공대, 칼텍, MIT가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서 여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발견해야 한
다는 질문은 아직도 이들 공과대학을 떠나지 않고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다양하게 시작되었
다. 여성이 공대에 침입 했다는 쟁점은 다가오는 몇 년 동안에도 매우 불확실한 채로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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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스핀오프 기업의 창업 실태 및 촉진 방안
1. 연구기반 스핀오프 기업의 중요성 및 정의
가. 연구기반 스핀오프 기업의 중요성
연구기반 스핀오프 기업(research - based spin - offs )이란 벤처기업,
NT BF s (new technology - based form s ),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범주에
속하며 주로 연구소, 대학 및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 연구부문으로부터
스핀오프되기 때문에 공공 스핀오프 기업(public spin - offs )이라고도 한
다. 국가혁신시스템에 있어서 연구기반 스핀오프 기업이 갖는 의미는 21
세기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 기초과학 성과의 상업적 활용을 증대시키
고 공공부문의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기업에 확산시키는 데 있다. 기업
에 라이선스나 지적재산권을 이전하는 간접적인 방식에 비해 스핀오프
방식은 연구자에 내재되어 있는 암묵적 지식을 연구자 자신이 직접 기업
화하기 때문에 효과적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제에 있어서 지식집약도를 높이는 정책수단으로서
대학 및 공공 연구소의 연구원이 직접 기업을 창업하는 스핀오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스핀오프는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성과
를 시장으로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기술이전 메커니즘의 하나로 부각되
고 있다.
St anford 대학과 MIT 의 스핀오프가 실리콘밸리와 루트 128과 같은 지
역의 경제 및 기술발전에 기여한 놀라운 성과에 큰 관심이 쏠려 왔다.
BankBoston (1997)에 의하면 MIT 1개 대학으로부터 스핀오프된 기업만
4,000개이며 이들의 고용이 1.1 백만 명, 매출이 2,32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도 매년 약 150개의 스핀오프 기업이 탄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으로부터의 기업 창업은 이미 지난 20년 간 기술이전의
일반적 채널로서 작동하여 왔으나 최근 각 국 정부에서 이러한 공공부문
으로부터의 기술이전 형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새롭게 급성장하고 있
는 정보통신 및 생명산업 등 과학기반산업의 성장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

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스핀오프 기업의 활성화 정도는 대학의
상업 관련 지식의 개발 능력 및 기업과의 지식 교류의 정도를 나타내며
넓게는 과학과 산업간 연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의 하나로 보여지기 때
문이다.

나. 연구기반 스핀오프 기업의 정의(윤문섭, 권용수, 2001)
이러한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스핀오프 기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스
핀오프기업의 통계는 아직 체계적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으
며 어떤 기업이 공공 스핀오프 기업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설정되
어 있지 않다. 스핀오프 기업과 신설기업이 구분없이 사용되며 정부부문
에 기원을 둔 기업과 민간 기업간 명확한 구분도 없다. 1999년 OECD가
실시한 각국의 공공 스핀오프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공 스핀오프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었다. 미국에서는 대학기술관리자협회(AT UM )가 대
학으로부터의 스핀오프기업에 대한 라이선싱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유사한 체계적 활동은 없고 간헐적으로 수집될 뿐이다. 일
반적으로 각국에서 연구기반 스핀오프 기업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의 5가
지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
① 설립자들 중 1인 이상이 공공기관(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종업원
출신인 신기업
② 공공기관으로부터 라이선싱을 받은 신기업
③ 설립자 중 1인 이상 학생이나 졸업자인 신기업
④ 공공기관의 인큐베이터나 연구공원에서 출발한 신기업
⑤ 공공기관이 자본투자를 한 신기업
이 기준이 공공 스핀오프 기업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형태의 제안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경우 공
공 부문이 개발한 연구용역을 제공하여 설립된 기업도 포함하고 있다.
조사 국가의 2/ 3정도는 ①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②, ③의 기준

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공공기관이 스핀오프 기업에 자본을 참여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자본투자보다는 라이선스 대가를 지분으로 경우가 많
기 때문에 ②와 ⑤는 유사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국가간 스핀오프 형성률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면 공공 스핀오
프 기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준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너무 광범위한 범주까지 포함시키면 공공부문과 사소하게 연관된 기업
까지 포함할 위험이 있고 너무 좁게 정의하면 공공과 민간간의 중요한
기술적 연계 메커니즘이 제외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OECD가 잠정적으로 제안한 기준은 상기한 기준
들 중 ①, ②, ⑤와 공공기관이 직접 설립한 기업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대학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은 추적하기 어려우며 졸업 몇 년 후 창업한
기업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등 기준 설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술집약기업은 거의 대학 졸업자가 관련되기 때문에 공공 스핀오프 기
업수가 과장될 우려가 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공공기관이 관여하는
연구단지나 인큐베이터에서 출발한 기업도 간접적이며 느슨한 기술이전
방식이기 때문에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들간의 스핀오프 기업 수를 비교할 때 특정 기관만이 아닌 국가전
체에서 집계된 자료를 활용하되 연구자수나 연구비 지표를 비교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국가간 공공 스핀오프의 특징을 비교하고 상
호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공공 스핀오프의 형
성률 이외에 공공연구기관의 상업화와 관련 지식의 개발 능력 및 기업과
의 지식 교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수 합병, 퇴출, 기술원천, 지역
별 분포 등 다양한 데이터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 연구기반 스핀오프 기업에 관한 정책 이슈
연구기반 스핀오프는 과학적 분야의 전문성과 최신 지식을 필요로 하
는 전형적인 기술혁신이다. 초기 단계에서 스핀오프는 시장주도 보다는
기술주도의 이전 방법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후 제품/ 공정/ 서비
스 개발의 진척이 있을 때 시장주도의 혁신으로 전환하게 된다. 과학기
술적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의 연구자들은 상당한 전문지식을 소유하며 발
명을 토대로 높은 혁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규사업 창출은 연구
자가 기업가로 지속적으로 변화해 감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잠재적 기
업가들은 일반적으로 경영 지식과 실제적인 상업 연구의 관리능력이 부
족하기 때문에 시장을 소홀히 하고, 마케팅이나 유통 등에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시장 출시, 제품 준비, 유통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시장 진입단계에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때 자금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공공적 지원이 항상
가용한 것은 아니며, 상업적 융자도 안정성의 미비로 자주 거부된다. 이
단계의 재무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민간과 공공 자금 지원정책이 주요 정
책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 창업지원 정책은 각기 다른 기업수명주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
업가에게 특정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줄 수 있는 네트웍의 존재
와 활용도 중요하다. 최근의 기술혁신에는 지역 혁신, 혁신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네트워크의 구축은 외부 자원의 활용을 통한 유
연성의 증가, 네트워크 구성원과의 노하우 교환을 통한 지식 획득, 협동
연구비 사용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의 실현, 고객을 통한 용이한 시장 인
식, 연구개발 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경쟁 우위의 실현 등을 통해 스핀오
프 기업에게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스핀오프 창출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법이 요구된다.
일부 대학이 성공적으로 스핀오프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놀라운 진전
을 보였지만, 공통적 약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기업가 정신이 기업
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이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기업가정신의 기회와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둘째, 스핀오프는 연구소의 넓은 기
술적 잠재력의 활용을 통한 시장 가능성을 찾기보다는 기존 기술 자체의
잠재력에 주로 초점이 두어진다. 셋째,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 수단이
매우 적다. 넷째, 대학, 연구소, 이전 중개인, 공공기관 등 창업 촉진과 관
련된 기관들 간의 협력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자금 문제가 여전히 잠
재적 기업가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다.
이밖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주요 정책 이슈는 정부는 신기업 창출의
일반적인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인가 또는 공공 스핀오프 기업의 창
출 등 목표 지향적 정책에 더 노력할 것인가? 생명과학, 정보통신분야
등 신기술 분야에 지원을 집중할 것인가? 전반적인 기술분야까지 균형적
으로 지원할 것인가? 공공 스핀오프 기업의 형성에 있어서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스핀오프 기업의 성공과 공공부문의 수익을 모두 제고시킬 수
있는 공공부문의 지적소유권 관리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독점적 라이
선싱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공공연구기관이 스핀오프 기업에 대해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중요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인가? 어
떤 형태의 경영서비스(기업가 정신 훈련, 마케팅, 네트워킹 지원 등)가
스핀오프 기업의 성공을 촉진시키는가? 등이다.

2. 우리나라 대학의 스핀오프 기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1)
가. 대학의 스핀오프 창업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벤처 육성에 관한 특별 육성법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 근거하여 벤처 인증 제도를 198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이상, 벤처 캐피탈 회사가 자본금의
20%이상 투자한 기업, 특허기술에 의한 생산 제품이 매출의 50%이상인
1)

본 연구에서 분석 한 데이터는 1999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중소기업청과 (사)벤처연구소
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벤처 정밀실태조사의 기업별 자료이다. 설문조사대상 기
업은 1999년 8월말 현재 중소기업청에 벤처로 인증 받은 4,008개였으며 이중 3,693개 설
문서를 회수하여 (사)벤처연구소가 2000년 2월 분석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본 장의 분
석 내용은 개별 기업별 설문자료 DB를 근거로 스핀오프 기업의 유형 구분 및 유형간의
기업 특성 차이를 새롭게 분석한 것이다.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제품이 매출의 50%이상인
기업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기업만이 포함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인증을 받을
자격이 미비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창업기업은 포함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공공 스핀오프 기업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벤처기업 인증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기술개발 등 종
합적인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며, 또한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스핀오프
된 신기술 기반기업은 벤처기업 기준에 용이하게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 스핀오프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최
근에 설립되어 아직 기업 활동을 본격화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스핀오프
기업은 누락되어 있을 것이다. 본 자료는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의 공공 스핀오프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로서 평가될 수 있다.
1) 대학 스핀오프 기업의 연도별 증가 추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신규법인의 창업은 90년대 중반이후 급속하게 증
가하여 1997년에는 약 9만개에 이르렀으나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아 급속
하게 감소하여 1999년에는 2만개 정도였으며 부도 기업 수는 반대로 급
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창업은 외환위기에 관계
없이 급속한 증가 추세를 지속하여 총 벤처기업수가 1980년 188개에서
2000년 7월에는 7,735개로 증가하였다. 즉 외환위기와 같은 불안정한 경
제 환경에서도 신기술기반기업의 창업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에 있어서 공공 연구소와 대학으로부터 스핀오프된
기업 수를 보면 90년대 이후부터 정부연구기관 출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90년대 중반부터는 대학교수의 창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99년
이후 1년 6개월 만(2000년 6월)에 337개 기업이 창업되었는데 이중 대학
교수 창업 기업이 286건, 정부 연구소의 연구원 창업이 51건으로 나타나
특히 대학 교수의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 대학 스핀오프 기업수의 국제 비교
대부분의 OECD 국가에 있어서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스핀오프 기업은
90년대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년대 중반까지
는 거의 없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시행에
힘입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 스핀오프가 활발한 국가는 독일,
노르웨이, 미국 등으로 연구원 만 명당 창업 기업 수를 보면 독일, 노르
웨이, 미국이 20～50개로 매우 활발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평
균으로는 3～6개 수준으로 낮았으나 90년대 말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90년대 대학으로부터의 스핀오프 기업 수는 년 8개이며 교수 만명
당으로는 2.8개로 대학 스핀오프가 가장 활발한 독일과 비교하면 약 1/ 58
에 불과한 수준이다.
<표 1> 대학 및 공공 연구소의 스핀오프 기업수의 국제비교
국 가

기 준

호
주
벨 지 움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독
일
영
국
미
국
한
국
한
국

전 체
전 체
대 학
전 체
연구소
대 학
대 학
대 학
대 학
연구소

누 적수
138(1971- 1999)
66(1979- 1999)
746(1962- 1999)
387(1984- 1998)
462(1990- 1997)
2800(1990- 1995)
171(1984- 1998)
1995(1980- 1998)
78(1970- 1999)
100(1970- 1999)

연평균 개수
(1990년대)

연구원 만명당
창업수

10
4
47
14
58
467
15
281
8
9.4

2.2
2.7
12.1
1.7
9.1
59.9
2.3
21.0
2.8
5.7

나. 산업적 특징
1) 산업별 분포
선진국에 있어서 공공부문 창업기업은 생명과학과 정보통신에 집중되
어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유전공학, 의약, 보건,

식품 등 생명분야로 호주 40%, 프랑스 20% 정도이며 다음으로 정보통신
으로 캐나다 21%, 호주 22%, 프랑스 29%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
보통신이 가장 많아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자 21%, 기계재
료 11%, 생명공학 8%, 화학 8%로 정보통신산업, 기계, 전기전자의 비중
이 높으며, 최근의 동향은 정보통신분야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환경 등 신 기술분야들도 부상하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소 스핀오프의 산업별 분포
2) 지역별 분포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의 55%가 서울, 경기에 몰려 있으며 국공립
연구소는 대덕 연구단지를 근간으로 하는 대전, 충남 지역에 42.53%가
있다. 그러나 대학교를 배태 조직으로 하는 기업들은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대학의 잠재력을 보
여주고 있다.

<표 2> 벤처 지역별 분포(개, %)
구 분 서울
대기업
98
(공공) 43.7
중소기업 76
(공공) 35.35
246
대기업
35.19
279
중소기업
29.81
국공립
25
연구소 28.74
대 학
11
교직원 17.19
기타
35
(공공) 26.12
205
기타
32.91
975
계 32.78

부산
울산
15
6.94
17
7.91
35
5.01
81
8.65
0
0.00
3
4.69
22
16.42
62
9.95
235
7.90

대구
경북
7
3.24
18
8.37
336
5.15
72
7.69
3
3.45
7
10.94
7
5.22
63
10.11
213
7.16

광주
전남
5
2.31
3
1.40
19
2.72
19
2.03
0
0.00
6
9.38
4
2.99
17
2.73
73
2.45

대전
충남
12
5.56
13
6.05
29
4.15
44
4.70
37
42.53
7
10.94
15
11.19
40
6.42
197
6.62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Total
46
15
21.30 6.94
45
18
20.93 8.37
194
55
27.75 7.87
213 129
22.76 13.78
9
5
10.34 5.75
8
5
12.50 7.81
25
7
18.66 5.22
135
46
21.67 7.38
675 280
22.70 9.41

3
1.39
1
0.47
10
1.43
7
0.75
1
1.15
2
3.13
3
2.24
6
0.96
33
1.11

5
0
2.31 0.00
3
9
1.40 4.19
20
8
2.86 1.14
32
15
3.42 1.60
5
1
5.75 1.15
2
10
3.13 15.63
6
4
4.48 2.99
21
13
3.37 2.09
94
60
3.16 2.02

10
4.63
12
5.58
46
6.58
43
4.59
1
1.15
3
4.69
5
3.73
14
2.25
134
4.51

0
0.00
0
0.00
1
0.14
2
0.21
0
0.00
0
0.00
1
0.75
1
0.16
5
0.17

216
7.26
215
7.23
699
23.50
936
31.47
87
2.93
64
2.15
134
4.51
623
20.95
2,974
100

주: 유형별 구분은 창업자의 출신기관과 창업시 기반이 된 기술의 원천을 기준으로 8개의 그
룹으로 구분한 것임 .

다. 창업 자금의 구성 및 규모
우리나라 벤처기업에 있어서 창업자금의 주 원천은 자기 자금이며, 평
균 규모는 3- 4억원 정도이고, 자금 조달원은 자기자금이 89%, 벤처 캐피
탈이 2%, 일반 금융기관 융자 3%, 엔젤투자 1%, 정부의 창업지원자금
4%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성은 민간 스핀오프와 공공 스핀오프 기업 간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최근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이 다소 증가하고 있
으며, 일반금융이 감소하고 벤처 캐피탈 및 엔젤투자가 미미한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창업자금이 지원됨에 따라 자
기자금의 비중이 낮아 호주의 경우 23%, 캐나다는 50% 정도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자기 자금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 표 6>
구 분

창업자금의 구성 및 규모(구성비)

창업자 창업 친지/
벤처 일반금융
자기 멤버의 지인의 캐피탈의 기관의 엔젤
자금
출자 투자/융자 투자/융자 투자/융자 투자

대기업
0.57
(공공)
중소기업 0.64
(공공)

정부
창업
지원

기타

0.19

0.06

0.04

0.06

0.01

0.04

0.02

0.16

0.09

0.01

0.04

0.01

0.04

0.02

0.59

0.18

0.09

0.04

0.05

0.00

0.02

0.03

중소기업 0.62

0.15

0.10

0.01

0.06

0.00

0.03

0.01

0.49

0.20

0.11

0.02

0.04

0.01

0.06

0.06

0.56

0.23

0.05

0.03

0.04

0.02

0.06

0.01

0.61

0.13

0.07

0.02

0.09

0.02

0.05

0.01

기타

0.64

0.12

0.09

0.02

0.06

0.01

0.03

0.03

계

0.66

0.17

0.06

0.02

0.03

0.01

0.04

0.00

대기업

국공립
연구소
대 학
교직원
기타
(공공)

창업
자본금
(백만원)
325.89
(ab)
453.02
(a)
389.86
(ab)
323.34
(ab)
343.14
(ab)
181.28
(ab)
341.77
(ab)
420.10
(a)
1.26
(n=3,592)

라. 제품수명주기 및 기술수준
벤처 기업들의 주요 제품의 수명주기는 태동기에서 성숙기까지 다양
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성장기 초반이 가장 큰 빈도를 보였다. 대학, 국공
립연구소, 기타(공공) 그룹의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태동기와 성장기 초
반에 분포되어 있다. 전체 벤처기업들을 볼 때 태동기는 11.1%에 불과하
고 성장기 이후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대학과 정부 연구소의 스
핀오프 기업의 경우 태동기와 성장기 초반이 상대적으로 높아 민간 스핀
오프에 비해 공공 스핀오프 기업이 보다 기술집약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국내시장 기준 제품 수명주기(기업수, %)
구분

태동기

성장기
초반

성장기
후반

성숙기

쇠퇴기

대기업
(공공)

27
15.00

66
36.67

40
22.22

43
23.89

4
2.22

180
7.19

중소기업
(공공)

18
9.42

78
40.84

35
18.32

56
29.32

4
2.09

191
7.63

대기업

66
11.28

206
35.21

127
21.71

170
29.06

16
2.74

585
23.38

중소기업

60
7.92

245
32.32

213
28.10

223
29.42

17
2.24

758
30.30

국공립
연구소

14
18.92

38
51.35

12
16.22

8
10.81

2
2.70

74
2.96

대학교직원

10
19.61

23
45.10

8
15.69

10
19.61

0
0.00

51
2.04

기타(공공)

22
18.03

69
56.56

9
7.38

19
15.57

3
2.46

122
4.88

61
11.28

237
43.81

102
18.85

130
24.03

11
2.03

541
21.62

278
11.11

962
38.45

546
21.82

659
26.34

57
2.28

2,502
100

기

타
계

Total

마. 매출액, 종업원 수, 자본금,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인력비율
종업원 수와 기술인력 비율에서만 통계적으로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매출 규모는 1998년 기준으로 평균
48억원 정도이며 10억원 미만이 42.57%, 50억원 미만이 78.48%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연구원과 대학 교수 창업 기업은 평균 20억원
규모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대학교수 창업의 경우 5억원 미만이
63%를 차지하여 가장 적은 규모로 나타났다.
종업원수에 있어서도 민간 기업으로부터 스핀오프된 기업은 30인 이

하 기업이 68.4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연구원 및 교수 창업
의 경우에는 평균 10명 이하로 창업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당 평균 종업원 수는 연구원 창업기업은 23명
이며 교수 창업기업은 14명 규모였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와 기술인력비율 등 기업의 기술집약도를 나타내
는 변수에 있어서는 공공 spin - off 집단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국
공립연구소나 대학교를 배태조직으로 하는 경우가 높았다.
<표 9> 매출액,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기술인력비율, 자본금 수준
구 분

매출액 종업원 수
(백만원)
(명)

매출액 대비 종업원수 대비 자본금
연구개발비 기술인력 비율 (백만원)
투자비

대기업(공공)

6,000(a)

38.14(ab)

0.51(a)

0.60(b)

939.3(a)

중소기업(공공)

4,876(a)

35.89(ab)

0.41(a)

0.55(bc)

1,065.5(a)

대기업

5,531(a)

43.11(a)

0.30(a)

0.53(bc)

1,050.5(a)

중소기업

5,152(a)

37.67(ab)

0.43(a)

0.49(c)

755.8(a)

국공립연구소

2,323(a)

23.10(bc)

0.45(a)

0.69(a)

783.1(a)

대학교직원

1,634(a)

14.13(c)

0.69(a)

0.67(a)

434.1(a)

기타(공공)

1,880(a)

20.85(c)

0.73(a)

0.54(bc)

655.1(a)

4,987(a)

36.70(ab)

0.66(a)

0.48(c)

930.8(a)

기

타

3 . 대학 스핀오프 기업의 정부지원정책의 활용도
가. 창업관련 교육 및 상담 지원 제도
창업관련 교육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룹은 대학교를 배태조
직으로 하는 경우이며,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연구소, 중소기업(공공기술
모드 활용)을 배태조직으로 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하였다. 유용성에 대
한 그룹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용 경험이 많은 그룹
에서 유용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금 및 조세 지원제도
자금지원 제도로는 창업자금, 신용보증, 기술개발자금 등 다양한 자금
지원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각종 세액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술개발 지원자금의 활용률이 48.0%로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신용보증제도가 42.3%, 세액 감면이 37.6% 순으로 나타났
다. 최근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지원자금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
다. 그룹별로는 기업을 배태조직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자금지원원
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조적으로 대학을 배태조직으로 하는 경우는 창업
자금지원을 주로 활용하고, 다른 자금지원을 활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국
공립연구소를 배태조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자금지원 제도를 가
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입지 지원제도
벤처집적시설 및 창업 보육센터 등 입지 지원에 대한 활용도는 대개
10- 20% 정도로 여타 지원 정책에 비해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연구소 및 대학의 공공 스핀오프 기업의 창업 보육센터의 활용률은
50%를 상회하여 매우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요
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민간 스핀오프 기업들이 활용할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창업보육센터의 활용비율이 대부분의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의 공장설립절차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시책에 있어서 공공부문을 배태조직으로 하는 기업들의 활용 비율
이 높았다. 특히, 대학교를 배태조직으로 하는 경우는 대학연구소 실험실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공공 스핀오프 집단이 벤처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대학연구소 실험실 창업의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 대학의 스핀오프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전반적 기술창업 환경의 개선
-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으로 벤처창업·운영, 창업센터활동, 창업
지도활동 등 산학협력활동에 가산점 부여 및 특허에 대한 비중 확대
- 벤처 창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 벤처학점제를 도입
- 대학 창업기업에게 사업계획 작성 지원 및 경영과 마케팅 분야에서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 교수, 연구원 창업 시 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기술에 대해
창업자금 및 겸직허용 등 우선적 지원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서 공공 스핀오프의 기술적 선도 역할 유도
- 과학적 원천과 가까운 분야, 기존기업이 공공부문과 아직 밀접한 관
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기술공백분야 등에서 공공 스핀오프의 역
할을 활성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획득한 성과 및 원천 기
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창업 지원 강화
- 정부의 창업지원자금의 일부를 우월한 평가능력을 갖춘 대학 및 연
구소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는 분산식 지원 체제의 채택
- 창업단계에 집중된 지원제도를 기업의 성장단계 따라 필요한 요소
를 지원하는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지원 체제 구축
o 지적재산권 관리, 성과 배분 방식 등 개선
- 대학의 경우 개별 연구자가 지적 소유권 권리를 보유하면서 특허의
출원 및 관리비용을 기관이 부담하고 연구자에게 로열티의 일정 부
분을 보장하는 지적 재산권 관리 체제 구축
- 스핀오프 기업에 소속기관이 지원한 특허권 실시권 및 직간접 지원
에 대한 대가를 창업 기업의 주식으로 회수하는 등 기관과 개별 연
구자간의 성과 공유 제도 도입
대학에게 새로운 기술이전 자금원의 확보 기회 개발
- 기술료 수입 중 정부 이체분을 기술이전 활동에 투입하는 것을 인정
- 공공 연구부문이 민간 및 정부의 벤처캐피탈을 유치하고 민간 기업
과의 합작연구개발 벤처의 설립 등을 활성화시키는 등 새로운 수익

참고문헌

원의 창출 방안 개발
- 사학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대학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
세특례제한법상의 특별부가세 면제, 대학벤처에의 투자를 통해 획
득한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 전출 시 전액손금 인정, 대학벤처 관련
수익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사업소득
세 등의 지방세 면제 등의 조치 검토
지역별 기술이전 전문기구의 설치를 통한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기술
이전 관리 능력의 강화
- 개별 대학 및 연구소별로 설립이 곤란한 기술이전 전문기구를 지역
별(예, 대덕연구단지나 홍릉 연구 단지)로 설치하여 대학과 연구소
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대학, 출연(연), 산업체, 단체 등을 포함하는 지역규모의 전략적 제휴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정보의 수집 및 확산활동을 위한 국가적 기
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내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를 법적 기관화 하
거나 재단화함으로써 기술이전전문기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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