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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주요 선도국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이행 체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1990
년대 이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

1. 주요국의 기초연구 지원의 규모와 방식

로 증가해 왔다. 국내적으로 기초연구 지원 사업,
연구인력, 관련 인프라 등이 확충되고 논문, 특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총

와 같은 양적 연구 성과도 증가했다. 즉, 지난 20

량이 많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수도 많

여 년간 기초연구정책의 투입과 산출이 모두 확대

은 국가이다. 이에 대응하는 연구 산출물도 많다.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

미국에서 출판되는 연구논문의 규모와 학계 영향

정책의 효과성과 적절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끊이

력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이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지 않는다. 양적 투자 확대를 실감하지 못하는 연

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연구인력

구 현장의 불만으로부터, 양적 성장에 비례하는 질

또한 대폭 증원하면서 대량의 연구논문을 생산해

적 성장이 부재하다는 정책 당국의 지적까지 다양

내는 연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1)

한 성찰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기초연구정책

독일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등은 미국이나 중국과

을 둘러싼 최근의 문제제기는 새로운 정책 전환을

비교할 때 투자량이나 인력규모 면에서는 상당한

위한 유의미한 공론화 과정이라 하겠다. 국내적으

격차가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

로 기초연구정책의 전환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본

해 온 국가로서 연구논문 생산량, 학계 영향력 등

고에서는 주요국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이행 사례를

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투자와 기초연구활동의 총량이 많은 미국, 중

1) 사이언스TV(2016.6.1.), 기초연구 비전과 목표, http://www.scienceall.com/
디지털타임즈(2016.12.), 자유공모 기초연구비 3조원으로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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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실적 선도국가 순위

투입(2015년 기준)
a

R&D예산(PPP)

산출(2015년/16년 기준)
a

연구인력(FTE)

SCI논문수(2015년 기준)

과기분야 노벨상수상자수
c
(1901-2016년 누적)

b

1

미국 (5,028억불)

중국 (162만명)

미국 (40만편)

미국 (187개)

2

중국 (4,083억불)

미국 (135만명)

중국 (29만편)

영국 (67개)

3

일본 (1,701억불)

일본 (66만명)

영국 (12만편)

독일 (51개)

4

독일 (1,128억불)

독일 (36만명)

독일 (11만편)

프랑스(28개)

5

한국 (742억불)

한국 (36만명)

일본 (7만편)

일본 (21개)

자료 : a. OECD(2017),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b. 국가주요지표 – 과학기술논문현황(NSI)2)
		 c. 노벨미디어(2017.6.15.), Nobel Laureates and Country of Birth3)

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의 기초연구정책을 살

기초연구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

펴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독일, 영국,

간 차이가 드러난다(신은정, 2016). 정책을 추진하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은 연구결과의 목적

는 방식에 따라, 크게 분권형과 분권형·중앙집권형

성·효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작하는 기초연구

구조를 동시에 지닌 혼합형 모델로 구분가능하다.

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 반면, 일본

영국과 독일, 미국의 기초연구정책은 분권형에 가깝

과 중국 등 추격형 발전모델을 선택했던 아시아 국

다. 영국은 정부부처 및 다양한 민간재단에서 기초

가에서는 기술개발 중심의 연구가 선행된 후, 이를

연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연구투자에 대한 종합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사후

적인 의사결정은 연구자들의 연합체인 영국연구회

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들

(Research Council UK, RCUK)를 통해 이루어진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연구자 자율

다. RCUK는 7개 분야 연구회의 연합체로서 개별

및 호기심에 근거한 우수한 연구’를 지향하는 동시

연구회가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갖추고 있다. 연방

에 ‘사회·경제적 효용성이 높고 적실한 연구’를 요

제에 기반하고 있는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연

청하고 있다는 점이다(신은정, 2016; 이민형 외,

합하여 공동과학회의(GWK)를 통해 기초연구를 지

2017).

원하고 있으며, 독일연구재단(DFG)에서 각종 사업

2)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334&board_cd=INDX_001(2017.6.10. 접속)
3) http://www.nobelprize.org/nobel_prizes/lists/countries.html(2017.6.15. 접속), 과학기술분야 물리학, 화학, 생·의학분야 수상자만
계상, 이중국적 중복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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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보조한다. 소규모 기초연구는 대학에서 이루

(신은정, 2016). 일본의 기초연구정책은 문부과학성

어지지만, 기초연구 거점역할을 하는 곳은 4대 연구

에서 주관하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기초

회(막스플랑크, 라이프니츠, 헬름홀츠, 프라운호퍼)

연구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다만 연구자 수요 기반

이다. 4대 연구회는 정부 지원금을 배분하되 연구의

상향식 연구에 대한 지원은 JSPS(Japan Society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미국

for the Promotion of Science)에서 주로 담당하고

역시 기초연구정책을 관할하는 단독 부처가 존재하

JST(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는

지 않고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전략적 기초연구사업을 지원하는 이원적 체계로 이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DoD

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고등교육연구부

(Department of Defense), DoE(Department of

(MESR) 산하 연구혁신총국(DGRI)에서 국가전략

Energy) 등 여러 기관에서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

수립 및 사업조정을 담당하고, 국가연구청(ANR)에

다. 다만, 연구자 수요에 기반한 전 분야 연구 지원

서 사업관리를 지원한다. INRA(농학연구소), 국립

은 NSF에서 담당하고, 보건의료분야 연구는 NIH,

보건의학연구소(INSERM), 원자력청(CEA)과 같이

에너지분야 국가전략연구는 DoE, 국방연구 관련 전

대부분의 공공연구기관이 지원 미션에 따라 연구 분

략적 지원은 DoD에서 주로 담당한다.

야가 정해지지만, 프랑스 최대 공공연구기관인 국립

반면, 프랑스와 일본은 연구자 기반 분권형 구조

과학연구센터(CNRS)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와 더불어, 기초연구정책을 주관하는 단독 부처 혹

전 분야 기초연구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은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거점연구기관이 존재한다

CNRS는 국가전략연구와 순수기초연구가 동시에

표 2 : 주요 선도국 기초연구정책 지원체계 개괄

기초연구정책 지원체계

국가명

유형

영국

분권형

영국 연구회(RCUK)를 통해 7대 분야별로 연구기획, 연구자금 배분, 평가가 이루어짐

독일

분권형

연방·주정부 공동으로 기초연구 지원, 4대 연구회(막스플랑크, 라이프니츠, 헬름홀츠, 프라운호
퍼)의 독립적 자원 배분 및 사업 운영

미국

분권형

NSF, NIH에서 연구자 중심 상향식 기초연구 지원을 주로 하며, 이외에도 DoE, DoD의 기초연구
지원사업이 존재함

일본

혼합형

문부과학성 지원 아래 상향식 기초연구는 JSPS를 통해 하향식 기초연구는 주로 JST를 통해 지
원함

프랑스

혼합형

고등교육연구부 산하 연구혁신총국과 국가연구청의 지원 아래, 기초연구거점으로서 CNRS산하
10개 연구소 중 3개는 국가전략연구소임

자료: 신은정(2106)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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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고 있는데, 산하 10개 기관 중 3개가 국가목

을 갖춘 다수의 연구중심대학이 존재하며, 로렌스

적형 연구소이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와 같은 국립연구소들도

기본적으로 분권형 정책 추진방식은 연구자 자
4)

연구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박기범 외, 2017).

율·자치에 기반한 기초연구 지원 제도이고 , 중앙

미국의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Lawrence-

집권형 정책추진방식은 기초연구의 정책적·사회정

Berckley National Laboratory, LBNL)는 1931년

치적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 하겠

버클리 대학 로렌스 교수의 방사선실험실로 시작

다. 하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디커플링은 항시 존재

되었다. 이후 세계대전동안 무기개발을 지원하면

한다. 최근 연구자 중심 영국연구회(RCUK)에서 연

서 급성장했다가, 전후 다학제적 에너지연구를 위

구효율화를 위해 평가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대

한 국립연구소로 재편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성

표적인 예이며, 미국 국방부(DoD)에서 목적성에 구

장해왔다. 현재 3,000여명의 인력을 보유한 대형

애받지 않는 창의적·돌파형 연구(breakthrough)

국립연구소 중의 하나로, 에너지 분야 국가전략연

를 지원하는 것이 또 다른 예이다. 요컨대, 분권형

구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에 매진하여 지금까지 13

구조를 통해서도 기초연구의 사회경제적 효용성을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제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집권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MPG)는 1911년 설립

적·하향식 전략연구 지원구조에서도 연구의 수월

된 카이저빌헬름연구회의 후신으로, 나치정권 조

성과 창의성을 위한 연구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력의 역사를 청산하면서 1948년 현재의 조직으로

있다.

새롭게 재편되었다. 초창기 67명의 과학자로 시작
했으나 1954년 첫 노벨상을 수상하고 1960년대 신

2. 주요국 기초연구 거점기관의
연구 추진 체계

진연구자 및 신규분야 지원 강화, 1970년대 대형연
구시설장비 기반 연구 본격 추진 등을 통해 연구소
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16년

기초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현재 막스플랑크연구소는 83개의 독립연구소를 운

그 국가의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경쟁력에서 나온

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다. 대표적으로 독일에는 기초연구를 선도하는 막

배출했다. 막스플랑크연구소는 기본적으로 기관

스플랑크연구소(MPG)가 있고, 프랑스에는 국립과

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의회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

학연구센터(C N R S), 일본에는 이화학연구소

정을 내린다. 개별 연구소 운영에 대한 결정은 연

(RIKEN)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구소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4) 영국 연구회는 20세기 초 연구 기획이 정치인이 아닌 연구자의 자율성·독립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홀데인원칙(Haldane Principle)에 근거하여 형성
되었으며, 독일 역시 우수한 연구자를 발탁, 연구자에게 연구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탁월한 연구 성과
를 도모하자는 하르낙원칙(Harnack Principle)을 기반으로 막스플랑크 전신인 빌헬름협회를 설립한 바 있음(신은정, 2016; 박기범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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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집 : 기초연구 들여다보기
① 주요 선도국의 기초연구정책 동향과 시사점

지원하되, 기관평의회의 중장기 평가를 통해 기존

로 겸임하면서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

연구소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연구소를 신설할 수

록 협력하고 있다. CNRS 역시 글로벌 연구경쟁력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연구소에 대한 구조조정과

확보를 주요한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외국인 연구

신규 연구소 지원을 통해 신진연구자, 신규 연구분

자 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전체 연구자의 25%가

야가 지속적으로 발굴·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

외국인이다.

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연구협력과 인재영입에도

일본의 이화학연구소(RIKEN)는 1917년 설립된

매우 적극적이어서, 2014년 현재 개별 연구소 소

자연과학 종합연구소로서 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장의 1/3이 외국인이며, 전체 연구자의 40% 가량

운영 중이다. 국가전략연구를 수행하는 전략센터

이 외국인이다.

조직, 산업계·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는 1939년 설

개연구 수행조직, 연구 인프라 기반 연구조직과 더

립되어 프랑스 거점 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 자체

불어, 우수 연구자 중심 연구실을 기본단위로 삼는

적으로 연구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

기초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국내

과학연구위원회(CoNRS)를 운영하고 있다. 과학연

외 저명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함과 동

구위원회는 약 1,0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

시에, 문부과학성의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

성되며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에 대한 자문, 평가

감독도 받고 있다.

에 참여한다. 프랑스에서는 CNRS와 고등교육기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초연구 거점기관

간 협력이 활발하며, 신진연구자 발굴 및 채용을

들이 발전해 온 궤적은 다양하다. 미국 로렌스버클

위한 “CNRS-연구기관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다.

리 국립연구소나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와 같이 초

이를 통해 우수한 대학 조교수들이 CNRS 연구자

창기 특정 연구자 혹은 특정 연구그룹의 리더십 아

표 3 : 주요국 기초연구 거점기관의 기본 현황

구분

LBNL(미국)

MPG(독일)

CNRS(프랑스)

RIKEN(일본)

설립

1931년

1948년

1939년

1917년

연구
조직

6개 연구분야
20개 부서 운영

83개 독립특화
연구소(MPI) 운영

산하 10개 연구소 운영

전국 9개 지역에 산하
연구소 운영

인력

3,304명(’15)

18,179명(’16)

24,617명(’15)

2,768명(’13)

예산

8.1억 달러(’15)
(약 9,023억원)

18억 유로(’16)
(약 2조 430억원)

33.1억 유로(’15)
(약 4조 1,055억원)

(약 8,423억원)

노벨상
수상자

13명

18명

20명

4명

자료: IBS 전략정책팀(2016), 박기범 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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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시작된 연구소가 있는가 하면, 국가차원의 기초

위해 설립된 영국 연구회(RCUK)나 독일 막스플랑

연구거점을 육성하려는 계획 아래 성장해 온 연구소

크연구소 등도 전체 조직의 안정성·독립성은 지

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기관이 지속적으로 성

속하되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장·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련의 공통점을 발

운영·투자포트폴리오는 유연한 방식으로 조정해

견할 수 있다.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

오고 있다. 즉,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

끌어 내면서 조직의 안정성을 구축함과 동시에, 연

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

구현장에서의 의사결정구조는 상당히 동태적이고

하지만, 그와 더불어 유연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연구자들이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연구의 지형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막스플랑크연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디지털

소의 평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별 연구소를 폐쇄,

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연구자간 국경·섹터·학문

신설해 나가고 있으며, 영국연구회(RCUK) 역시 연

분야를 넘나드는 실시간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지

구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

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아이디어, 정보와 데

효과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전체

이터, 연구자의 이동 또한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

지원 체계의 지속성은 유지하되, 연구회·연구기관

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연구경쟁력을 유지해

차원의 새로운 실험과 변화·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나가기 위해서 주요 선도국가 및 연구기관에서 글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로벌 연구 협력을 지원·활용하고 우수한 신진연
구자를 육성, 유치해가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

국내 기초연구정책에 던지는 시사점

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기초연구 선도국의 연구 지원 및 이행 체계를 간
략히 개괄하면서, 국내 기초연구정책을 위해 고려
해 볼 만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해당 국가에서 기초연구의 역할과 기능, 원칙
에 대한 논의가 연구 지원 체계 구축의 근간이 되
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초 연구의 수월성·
탁월함을 추구하는 연구자 그룹과 연구의 효용성
을 기대하는 사회정치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타협
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자 자율·자치 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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