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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현황
글 : 성경모 (lumilyon2@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프랑스는 유럽 및 세계에서 인정하는 기초과학 강

와 수준을 두고 적당한 긴장관계를 가진다. 여기서

국이다. 이것은 노벨수상자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치지 않고 계획안 실행준비와 수행을 담당하는 기

연구 성과를 창출한 인사들이 실질적인 경험과 전문

관들을 고등교육 및 연구평가최고위원회(HCERES)

성을 바탕으로 정책적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향상된

가 독립적인 행정 권한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혁신 및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였기에 가능했다. 또

평가한다. HCERES의 평가 결과는 정부가 주도하

한 프랑스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활동에 대한 조정

는 법, 제도 또는 정책의 개선을 연구전략 위원회에

역할이라는, 정부의 의무에 충실했다는 점도 빼놓을

건의하는 방향이 되기도 하고 연구수행 주체에 개선

수 없다. 가령 프랑스 범 부처 연구전략 위원회는 정

을 요구하는 방향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연구

부와 과학기술계, 산업경제계 인사들 사이의 협의를

수행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혁신 및 연구

통해 국가 차원의 연구활동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한

활동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 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는 기초과학 연구의 경제
사회적 공헌 정책과 관련한 역할 분담과 해결책 마

프랑스의 혁신 및 연구 시스템은 4가지 기능을 중
심으로 하고 있다.

련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특히 기초과학 연구를 최우
선 순위로 강조하고 있다.

1) 방향제시 및 자문

프랑스의 혁신 및 연구 거버넌스 특성을 전반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학기술법, 제도,

연구기술 최고 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정책과 관련한 국가 전략 및 계획안 수립 시 범 부처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가 프랑스의 연

연구전략 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혁신 및 연구수행

구·혁신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전략을

주체는 서로 협력한다. 수립된 계획안을 실행하는

수립하는 기구로 설립된(1982년) 이후 여러 차례 변화

과정에서는 혁신 및 연구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정

되어, 2017년 현재에는 연구 전략 위원회(Conseil

부와 실질적인 수행 주체 간에는 계약 이행의 범위

stratégique de la recherche)가 2013년 7월 22일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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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프랑스 혁신 및 연구 시스템과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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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웹사이트

표된 고등교육 및 연구 관련법 제95조에 의거하여

임한 자, 또는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

새롭게 수립되었다1).

다. 이 위원회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기술계

연구 전략 위원회는 국무총리 또는 연구 활동을

연구자 및 전문가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 각계

관리·감독하는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이 이 위원회

의 유명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한다. 이들 위원들은

에 위임한 분야(연구, 혁신 및 기술이전)의 역량과

5년 임기(연임 1회 가능)로 위원회의 부의장에 의해

관련된 모든 질문을 다룬다. 연구 전략 위원회는 고

임명된다. 국무총리령으로 지명된 26명의 위원 가

2)

등교육연구부 내 연구·혁신 총국 의 조력을 받아

운데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해야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구·혁신

다. 연구 전략위원회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발의로

총국 국장이 맡음), 임무를 수행한다.

최소 연 2회 개최 된다3). 연구 전략 위원회에서는

연구 전략 위원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총리가 위

2016년 5월에 ‘France Europe 2020’을 통해 공공연

1) 연구전략위원회(Conseil stratégique de la recherche)는 기존의 연구법 제 120-1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연구 정책 및 전략의 큰 방향을 제
안하는 기능과 연구법 제 111-6조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계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는 기능, 이 두 기능을 합쳐 탄생한 것임이 2013년 10월
21일 발의된 국무총리령 (Décret n° 2013-943) 1항에 언급되어 있다.
2) 연구 활동과 관련된 정부부처들과 연구 및 경제계 관련 주체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국가 차원의 연구 정책 및 전략을 도출 및 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3) 참고: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연구전략위원회 활동 동향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75958/conseil-strategique-de-la-recherch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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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책이 지속적으로 지향해야할 연구, 혁신 및 기

특정주제부는 학문별로 나뉘어 프로젝트 신청을 받

술이전을 위한 전략적 아젠다를 발표하였으며 기초

고 있으며 2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과학의 우선순위를 천명한 바 있다.

해마다 국가연구청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서 프로젝
트 진행여부가 결정된다. 2014년 현재 공개경쟁 선

2) 자금 조달

발 프로젝트 수혜자별(공공부문)로 할당된 예산분포
에 따르면 CNRS와 대학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공공부문에서 연구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은 국가

있다.

연구청(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이며

Bpifrance는 공공투자은행5)이며 기업의 경쟁력

민간부문에서의 연구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재건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은 Bpifrance이다.

기구이다. Bpifrance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먼저 국가연구청은 국가과학자금과 국가기술연구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혁신적인 벤처기업을 중

자금이 합쳐져 2005년 2월 7일 설립되었다. 국가연
구청의 주요 활동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된 과학기

표 1 : 국가연구청의 공개경쟁 선발 프로젝트 수혜자별(공공부문) 비중

수혜자

비중 (%)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31.1

하는 것이다. 국가연구청의 3가지 주요 역할은 1) 재

대학교(Universites)

23.8

정 지원할 프로젝트 선발, 2) 연구수행 주체와의 계

기타 고등교육기관

9.0

약, 3) 프랑스 투자감독청(CGI)4) 및 고등교육 연구

보건의학연구소(INSERM)

8.8

부와 함께 프랑스의 새로운 국가건설 프로젝트인

원자력청(CEA)

4.8

국립농학연구소(INRA)

4.3

기타 과학기술 성격의 공공기관(autre EPST)

2.4

컴퓨터과학통제연구소(INRIA)

1.7

반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연구 프로젝트 지원에

기타 공공기관

1.2

쓰이고 있다. 이 공개경쟁 선발 프로젝트는 ‘자유주

병원

0.8

제’부와 우선과제로 분류된 ‘특정주제’부 2개부로 나

발전연구소(IRD)

0.5

뉘어 진행된다. 자유주제부는 지원자의 과학기술적

합계

88.4

술 연구 프로젝트(개인 또는 팀 형태로 참여, 연구기
간은 평균 3년)를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재정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 pour l’Avenir)’
관련 모든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2014년 기
준으로 국가연구청은 공공부문연구 전체예산의 약
7% 정도(약 5억 5300만 유로)를 차지하며 이 중 절

역량과 프로젝트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자료: ANR(2015: 31)

4) 프랑스 정부의 대형공채 발행으로 운영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 pour l’Avenir)’ 프로젝트 운영 전반을 감독하는 감사기관이다.
5) 은행 업무를 보는 기관이 아니므로 은행이 아니며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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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시작부터 주

청원할 수 있고 이렇게 접수된 민원들은 Bpifrance

식시장 상장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까지 신용대출,

와 함께 공유된다. 지자체는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

보증, 자금 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기구의 재정은

을 청취하는 단일 창구가 되어 Bpifrance와 함께 해

주로 금융시장으로부터 나오며 이 기구의 자본은 투

결책을 모색해나간다(Bpifrance, 2016: 13).

자신탁기금과 정부가 절반씩 가지고 있다. 2008년
사르코지 정부는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Bpifrance의

3) 평가 수행

총 예산 420억 유로를 책정, 출범시켰으며, 2016년
현재 5,500개 협력사와 함께 74,000개 기업에 투자

고등교육 및 연구 평가 최고 위원회(le Haut

를 진행했다. 240억 4천만 유로가 산업계에 투자되

conseil de l’évaluation de la recherche et de

6)

었다 . Bpifrance의 중요 협력자 중 하나는 지자체

l’enseignement supérieur, HCERES)는 2013년 고

이다. Bpifrance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의 90%가

등교육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탄생하였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다. 40개가 넘는 분소가 프랑

다7). 독립행정권력기구인 이 최고 위원회는 프랑스

스 각 지역에 운영되고 있으며 Bpifrance의 거버넌

공공부문 연구기관과 대학 평가에 직접 참여하거나

스에 지자체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먼저

다른 의사결정기구에서 수행된 평가의 공정성, 절차

Bpifrance 이사회에는 2명의 각 지역 대표들이 이사

합법성 및 평가내용의 질을 검토하고 보증하기도 한

로 참여하며 Bpifrance 운영위원회에서는 3명의 각

다(보증기간 5년).

지역 대표들(이들 중 최고위급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 기구의 조직도는 <그림 2>와 같으며 평가 임무

이사로 지명됨)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를 맡은 부서는 4개8)이다. 또한, 프랑스 국내 과학

구체적인 Bpifrance의 개입과 개입 범위 등을 정한

기술계 전반 그리고 유럽과 국제 과학기술계 전반을

다. Bpifrance 지역 전략 위원회에서는 지자체 장이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평가요소 또는 평가방법을 제

지역 경제 발전 또는 혁신과 관련한 Bpifrance의 대

안하며 HCERES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 pool

응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각 지역 기업들은 기업

구축을 지원하는 2개의 부서가 있다.

활동 중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자체 지도부에

이 기구의 임무는 크게 다음의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6) 참고 : Bpifance 2016 연차보고, http://www.bpifrance.fr/A-la-une/Actualites/Bilan-d-activite-2016-24-4-milliards-d-eurosinjectes-dans-l-economie-30933
7) 2006년 고등교육 및 연구평가청(l’Agence d’évaluation de la recherche et de l’enseignement supérieur, AERES)이 설립된 이래로 관
료적이고 미시적이며 서열식 평가방법과 피평가 기관의 과중한 평가 준비업무에 대한 프랑스 과학기술계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프랑스 정부
는 평가 시스템 개혁차원에서 HCERES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이 기관이 AERES의 업무와 권한을 이어 받게 되었다.
참고 : Nathalie Brafman et Isabelle Rey-Lefebvre(2013.1.3), Fin de vie pour l’Aéres, Le Monde.
8) 교육과정 평가는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학위수여 과정과 교육과정까지 포함한다. 한편으로는 유럽 및 국제표준에 상용하는 질적
차원에서 교육,연구 및 취업으로 이어지는 고등교육 기관의 임무를,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 내에서의 대학의 역할 및 임무를 고려해 평가에 반영한
다. 연구수행 평가는 연구팀 단위에서 팀 운영 및 연구수행 과정을 평가한다(4년마다 1회 평가). 공공기관 평가는 대학과 연구기관 단위로 예산, 인사
관리 등 운영 전반을 평가한다(5년마다 1회 평가). 고등교육 및 연구부 관리감독 하에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 각 지자체 관리감독 연구기
관 및 병원까지 HECRES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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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기관과 이들의 협력현황, 연구기관과

- 고등교육 또는 연구 기관의 공공자금을 받는 민

연구협력재단 및 국가 연구청을 평가하고 기타

간 기관 및 투자 프로그램을 사후로 평가할 수

기관에 의해 수행된 평가의 질을 보증한다.

있다.

-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 출자해 구성한 연구팀의
평가 절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 요

4) 연구수행

청에 따라 그 연구팀을 평가할 수 있다. 또는 그
기관이 평가를 요청한 곳에서 이루어진 평가 절

연구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들로서 여기서는 프

차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해준다. 여러 기관이

랑스 공공부문 연구주체만 한정해 간략히 살펴본다.

한 연구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해올 경우 평가는

프랑스 공공 연구 주체(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제외)

단 1회 이루어진다.

는 크게 과학기술 성격의 공공기관 (Etablissement

-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과정 및 학위를 평가하며

public à caractère scientifique et technologique:

타 기관에서 이미 이루어진 평가의 절차 유효성

EPST)과 상공업 성격의 공공기관(Etablissement

을 증명해준다.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 고등교육 및 연구 관련 인사들, 법에서 정하는

EPIC)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기초과학 성격이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

강하고 후자는 응용과학 성격이 강하다. EPST 중

- 고등교육 및 연구 분야 인사들의 경력 가운데에

농학 연구소(I N R A)와 농업환경공학연구센터

과학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IRSTEA)는 식품·농수산·농촌지역개발부와도 협

확산시키는 활동에 대해 가치부여를 고려할 수

력하여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EPIC 중 국립우주

있다.

연구센터(CNES)와 원자력청(CEA)은 경제·재정·

그림 2 : HCERES 조직도
위원장
사무국
지역협력 평가부

자문위원회

공공기관 평가부

연구수행 평가부

과학기술 활동 관측소

교육과정 평가부

유럽 및 국제협력부

자료: HCERES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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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프랑스 공공부문 연구수행 주체

범 부처 연구
전략위원회
(CSR)

국무총리
협의
협의

고등교육
연구부

연구혁신
총국

경제재정
산업부

식품농수산농촌
지역개발부

국가연구청
(ANR)
자금지원
공공민간 연구소,
대학, 기업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

발전연구소
(IRD)

국립보건의학연구소
(INSERM)

고등교육·연구평가
최고 위원회
(HCERES)

협력
협력

컴퓨터과학통제연구소
(INRIA)

농학 연구소
(INRA)

국립우주연구센터
(CNES)
원자력청
(CEA)

농업환경공학
연구센터(IRSTEA)

CNES, CEA 외에
40여개 기관

과학기술 성격의 공공기관(EPST)
프랑스 교통개발 네트워크
과학기술연구소(IFSTTAR)

상공업 성격의 공공기관(EPIC)

자료: 성경모(2013:91) 재정리

산업부와도 협력하여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성경
모, 2013: 91).
프랑스의 공공부문 연구주체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관은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이다. CNRS는 전
국적으로 1,100여 개의 크고 작은 연구 조직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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