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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Ⅰ. 박사후과정연구원의 개념과 역할
n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전통적 개념
l 박사학위 소지자가 정규직 대학교수 혹은 연구원 등으로 정착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훈련을 거치는 기간을 통칭함
n 박사후과정연구원의 개념변화 필요성
l 미국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 중심 연구 시스템은 박사후과정연구원과 같은 신진연구
인력 수를 크게 증가 시켰으나, 1990년대 들어 연구 시장의 환경 악화로 정부 지원
예산이 감소하면서 정규 연구직 수는 신진연구인력들의 수요만큼 늘어나지 않았음
l 학문자본주의, 대학 간 경쟁, 구조개혁 위기 등 여러 요인으로 국내대학 및 출연(연)
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박사후과정연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나타냄
n 박사학위 취득자 경력경로 다변화 모델
l 박사학위취득자의 고용 이슈로부터 경력 경로 다변화 이슈로 바뀌게 된 배경에는 박사
학위취득자 노동 시장의 변화와 대학교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있음
- 영국 휴먼 프론티어 사이언스 프로그램(HFSP)·유럽 과학재단(ESF)에서는 ‘파이프
라인 모델(pipeline model)에서 트리 모델(tree model)’로의 변화로 박사학위
취득자 이슈 변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음(Kobayashi, 2011:58-59)(그림 1,2
참조)
l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한 사회가 과학기술의 다양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주어진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 인력들이 교육·훈련 받기 때문에 한국도 과학기술 인력의 교육·훈련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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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진연구자 지원제도 모범 사례
n 박사후과정연구원 대상 미국 NIH 지원 프로그램 특징(NIH, 2016b)
l 박사후과정연구원의 경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됨
- 먼저, 박사학위 취득자가 막 포닥으로 진입한 시점에서 특정 분야 잠재성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fellowship을 제공하는 것으로 포닥 지원 시작됨(F32)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멘토의 가이드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분야 전문성 높이는 목적
으로 지원 프로그램 구성됨(K01~ K23)
- 세 번째 단계에서는 2상, 3상 연구 지원과 같이 심화된 연구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구성됨(K08/K23)
- 네 번째 단계에서는 고용 연계 및 국가 연구 프로젝트 수주 가능한 단계로 성장 돕는
목적으로 프로그램 구성됨(K99/R00)
* 지원코드 F → K → R로 연결되는 경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l 경력 경로 다변화 목적으로 프로그램 구성되어 있음
- 글로벌 기업의 R&D 관리자 또는 대학 교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력개발 지원
하는 목적으로 프로그램 구성되어 있음(K07/K76)
l 정량적인 연구 위해 생물학, 의학 이외의 이공계 전공자의 보건 분야 연구로의 유입
유도하는 목적으로 프로그램 구성됨(K25)
l 신진연구자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음(K43)
n 프랑스 CIFRE 제도의 주요 특징
l CIFRE 제도를 통해 예비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으며 논문을
쓸 수 있으며, CIFRE를 통한 박사학위 취득자 비중은 모든 과학 분야를 통틀어서
90% 이상임(ANRT, 2017a:8)
l 기업의 연구 분야 및 연구 목적과 예비 박사학위 취득자(박사학위 준비자)들의 전공,
관심분야 및 역량을 ANRT가 매칭하며 예비 박사학위 취득자-대학(연구실)-기업이
각각 얻는 이점이 있음(ANRT, 2017a: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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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학 또는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간 협업연구에 더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비
조달방식과 특별히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도
잘 마련해놓고 있음(ANRT, 2016:1-3)
l 2013~2014년 1,160명의 박사학위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CIFRE 박사
학위 취득자들 중 85%가 CIFRE가 그들의 취업에 큰 도약이 되었다고 답함. CIFRE
종료 후 1/3의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CIFRE 파트너 기업에 남으며, 70%가 3개월 안에
취업을 하고 70%가 CIFRE 종료 전에 취업을 함(ANRT, 2015:3)
l 2015년 체결된 1,383개의 CIFRE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경력경로의 진출 현황을 알 수 있음(ANRT, 2017a:20)

Ⅲ. 국내 신진연구자(박사후과정연구원) 제도에 주는 시사점
n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전문직 지위 인정
l 박사후과정연구원은 요구되는 전문적 숙련과 지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계획과 직무를
포함하는 직업으로서 법적지위 보장 필요
l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연구 독립성 확보
n 박사후과정연구원의 학계 외 경력경로 발굴
l 대학 및 대학교원의 박사후과정연구원 경력경로 다양화 책무강화
l 박사학위 취득자 전문직 진입을 위한 민간기업-대학-정부·출연(연)의 공동노력
l 박사후과정연구원 지원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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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박사후과정연구원(포닥)의 개념과 역할
1. 박사후과정연구원의 개념변화
n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역사적 배경
l 이공계 박사후과정연구원 제도의 역사는 1876년 설립된 Johns Hopkins 대학에서 시작됨.
이 대학에서 몇 명의 박사학위자들에게 기술과 경험을 축적시킬 목적으로 저임금의 연구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됨
- ‘Postdoctor'라는 용어는 1920년대 Rockefeller 재단의 박사후과정장학생(postdoctoral fellowship)제도에서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함.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점점 복잡해지는 물리학 지식을 충분히 쌓을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함(National Academy of Science 외, 2014:19)
l 20세기 전반기 동안 미국의 과학 연구 규모는 비교적 소규모였다가 2차 대전 이후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가 수행되면서 한 명의 연구 책임자 아래 많은 수의 석·박사연구원, 박사후
과정연구원 등 많은 연구 인력이 투입되는 시스템이 등장함(NAS 외, 2014:18)
n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전통적 개념
l 박사학위 소지자가 정규직 대학교수 혹은 연구원 등으로 정착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훈련을
거치는 기간을 통칭함
- 박사후과정연구원의 1차 목적은 박사학위취득자가 영구직을 갖기 전에 지식과 기술을
심화시키는 연구경험을 축적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환경에서 독립적인 연구
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전문인이 되도록 준비하는데 있음(대체로 1~2년간 비정규직
전일제로 근무)
n 박사후과정연구원 개념의 변화 필요성
l 미국의 대형 연구 프로젝트 중심 연구 시스템은 박사후과정연구원과 같은 신진연구인력
수를 크게 증가 시켰으나 1990년대 들어 연구 시장의 환경 악화로 정부 지원 예산이
감소하면서 정규 연구직 수는 신진연구인력들의 수요만큼 늘어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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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임하는 전임교수의 수는 신진 전임교수를 희망하는 인력의 수를 크게 밑돌았음
(NAS 외, 2014:18).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박사후과정연구원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l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고안된 박사후과정연구원 지원 프로그램의
수는 늘어나지 않는 반면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박사후과정연구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NAS 외, 2014:20)
l 학문자본주의, 대학 간 경쟁, 구조개혁 위기 등 여러 요인으로 국내대학 및 출연(연) 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박사후과정연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나타냄
- 빠른 과학기술 변화, 다학제적 융합분야 출현 등 달라지는 연구개발 시스템 안에서 박사후
과정연구원은 신진연구자의 초임 경력으로 접근해야할 시점임
n 박사학위 취득자 경력경로 다변화 모델
l 박사학위취득자의 고용 이슈로부터 경력 경로 다변화 이슈로 바뀌게 된 배경에는 박사학위
취득자 노동 시장의 변화와 대학교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있음
- 영국 휴먼 프론티어 사이언스 프로그램(HFSP)-유럽 과학재단(ESF)에서는 ‘파이프라인
모델(pipeline model)에서 트리 모델(tree model)’1)로의 변화로 박사학위취득자 이슈
변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음(Kobayashi, 2011:58-59)
l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한 사회가 과학기술의 다양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주어진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 인력들이 교육·훈련 받기 때문에 한국도 과학기술 인력의 교육·훈련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요구됨
그림 1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통적 경력경로(파이프라인 모델)

자료: Kobayashi(2011:59)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1) 트리 모델은 대학원이 박사학위 취득자들을 사회 곳곳에서 경력을 발휘하도록 성장시키는 곳으로 진화한 모델이다. 일본에서는 석사
학위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석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석사학위 취득자들이 대학원 교육과정 안에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사학위 과정으로 재진입하여 다른 경력경로를 탐색하는 반복적인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 결과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력경로 범위가 넓어지고 단수 직업·다수 경력을 가진 박사급 노동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Kobayashi, 201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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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박사학위 취득자의 대안적 경력경로(트리 모델)

자료: Kobayashi(2011:59)

2.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중요성
n 박사후과정연구원의 특징
l OSTP(Office of Scinece and Technology Policy) Marburger 박사에 따르면 대학을
거점으로 한 연구개발시스템에서 박사후과정연구원은 창의성이 가장 높은 인적자원임
- 논문 주제에 매여 있는 대학원생이나 본인의 전공분야에 몰두하는 교수에 비하여 전문
분야의 경계선을 쉽게 넘나드는 융합 성향이 높으며 새로운 학제 간 융합분야에서 선도
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임(금동화, 2002:12)
l 많은 나라에서 박사후과정연구원을 지원하는 근거는 이들의 높은 연구 생산성에 있음
- Vogel(1999)은 MIT대학 연구실에서 펴낸 6년간의 논문 총 246편 가운데에서 51%가
박사후과정연구원이 제1저자라는 사실을 밝혀냄
- Stephan(2012) 역시 2010년도 ‘Science' 저널에 게재된 논문 중 제1저자의 36%가
박사후과정연구원들임을 밝힘
l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에서 박사후과정연구원은 대학 연구 활동의 핵심자원이나 독자적인
연구 지위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보고서는
포닥 제도 운영의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함(금동화, 2002:12)
-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연수 경력은 최초의 연구경력으로 전문인으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
과학적·전문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함
- 박사후과정연구원이 연구 활동에 기여한 바에 따라 합당한 인정과 경제적인 대우를
받아야함
- 박사후과정연구원의 경력개발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소속기관 모두가 호혜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박사후연수의 목적과 속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공유해야함
7

동향과 이슈╻제44호

Ⅱ 신진연구자 지원제도 모범사례
1.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박사후과정연구원 지원제도
n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지원 목적
l 박사후과정연구원 기간은 새롭게 훈련된 박사취득자의 독립성을 한층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련자에서 독립 연구자로 성장하는 기간으로 규정
l 미국의 보건 과학 및 의학 발달에 이바지할 박사후과정연구원은 훌륭한 멘토(PI)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멘토의 자질 입증 및 역할 규정을 매우 중시2)
n NIH 지원 보조금 종류
l NIH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7개 형태로 분류됨3)
- 연구보조금(Research Grants): R series
- 경력개발 지원(Career Development Awards): K series
- 연구 훈련 및 펠로우십(Research Training and Fellowships): T & F series
-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센터 보조금(Program Project/Center Grants): P series
- 기타 자원 보조금(Resource Grants): various series
- 초학제적 프로그램(Trans-NIH Programs)
- 비활동 프로그램(Inactive Programs): Archive
n NIH 지원 프로그램 구조
l NIH가 지원하는 박사후과정연구원을 위한 펠로우십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표 1>과 같음

2) NIH(2016a)
3) NIH(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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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원코드

프로그램 명

F32

Ruth L.
Kirschstein 포닥
국가연구지원
프로그램

K01

NIH의 박사후과정연구원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적
포닥의 과학적 지식배경을 넓히고 보건관련 특정분야(바이오의학, 행동과학,
임상과학 등)의 연구 잠재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훈련 제공 (내국인 및
영주권자만 수혜대상)

멘토링 기반 과학자
고급 연구 훈련 및 추가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는 포닥 또는 신진연구자 지원
경력개발 프로그램

K07

학계 경력개발
프로그램

K08

멘토링 기반 임상
연구원 경력개발
프로그램

독립적인 연구자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임상과학자에게 또는 보건 관련 기관
안에서 학계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움을 받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교원들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

K22

경력전환 프로그램

2상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 연구능력 강화시키기 위한 뛰어난 신진
연구자 또는 임상 연구책임자 지원(독립적인 연구 기간 다음에 초기 멘토링
제공)

K23

멘토링 기반
환자중심 연구
경력개발 프로그램

임상 연구 책임자로 성장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 중심 연구(3상 연구)에
열정 가진 임상 전문가들의 경력 개발 지원

K25

멘토링 기반 정량적
임상 바이오 의학 연구 또는 기초 연구에 집중해온 의학 또는 생물학 전공
연구 경력개발
이외의 정량적인 이공계 배경을 가진 연구 책임자 경력개발 지원 목적
프로그램
신흥 글로벌 리더
지원 프로그램

K43
K76

기존 강의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학계 경력개발을 증진시키고 신진 연구강의자로서 성장시키기 위해 독립된 연구책임자 지위 또는 멘토링 지원

국가 연구비로 독립적으로 연구 수행한 경력을 발전시켜 중․저소득 국가의
대학교원 지위를 통해 신진 과학자에게 연구 및 시간 지원

신흥 리더 경력개발 글로벌 바이오의학 연구 기업의 현재 및 미래 도전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역할에
프로그램
준비된 물리 과학자로 경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지원

K99/R00

독립성을 보장하는
고용연계 프로그램

뛰어난 포닥 연구원 또는 임상 과학자들을 멘토 가이드를 받는 연구 지위에서
독립적인 연구 지위, 테뉴어 트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원 지위로의 전환을
수월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전환 기간동안 NIH가 독립적인 연구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독립적인 연구직으로의 안착을 보장하도록
구성됨(외국인도 수혜대상)

자료: NIH(2016b)

n NIH의 박사후과정연구원 지원 프로그램 특징
l 박사후과정연구원의 경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됨
- 먼저, 박사학위 취득자가 막 포닥으로 진입한 시점에서 특정 분야 잠재성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fellowship을 제공하는 것으로 포닥 지원 시작됨(F32)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멘토의 가이드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분야 전문성 높이는 목적으로
지원 프로그램 구성됨(K01~ K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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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단계에서는 2상, 3상 연구 지원과 같이 심화된 연구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프로
그램 구성됨(K08/K23)
- 네 번째 단계에서는 고용 연계 및 국가 연구 프로젝트 수주 가능한 단계로 성장 돕는
목적으로 프로그램 구성됨(K99/R00)
* 지원코드 F → K → R로 연결되는 경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l 경력 경로 다변화 목적으로 프로그램 구성되어 있음
- 글로벌 기업의 R&D 관리자 또는 대학 교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력개발 지원하는
목적으로 프로그램 구성되어 있음(K07/K76)
l 정량적인 연구 위해 생물학, 의학 이외의 이공계 전공자의 보건 분야 연구로의 유입 유도
하는 목적으로 프로그램 구성됨(K25)
l 신진연구자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음(K43)
그림 3 포닥 경력단계별 NIH 지원 프로그램

자료: Sunmandea and Balke(2009:1322)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n K99/R00 프로그램의 특징과 지원조건4)
l 정책지원자 입장에서 소홀할 수 있는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신진교원급(Junior faculty
position) 경력 전환을 원활히 이루어주며 고용을 보장
- 독립적인 연구 지위 보장 위한 숙련된 포닥 연구원 대상 초기 멘토링(K99단계 2년) 및
독립연구(R00단계 3년) 지원5)
4) Houser(2012:908-909), Sunmandea and Balke(2009:1324) 인용하여 저자 재구성
5) 인건비: 90,000 USD 이내(K99)
연구비: 20,000 USD (K99)/R00 기간 249,000 USD 이내(연간) (자료: 정용남, 2015:113 및 NIH,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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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은 수혜 종료 후 독립적인 연구 책임자로서 R01 수행 위한
성공적인 경쟁력 확보임
* K99에서 R00로 전환 시 별도의 지원 및 검증 절차 없음

l 석사과정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1저자로 출판한 논문을 가지고 있고, 대학 연구실 외의
주체들과 공동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선발 유리함
l 지원시 수혜자의 연구 독립성 확보 방안, 수혜자의 필요와 특정 연구 목표를 합당하게
반영한 상세한 경력개발 계획서가 요구됨
- 이 계획서는 수혜자가 단독 작성하지 않고 멘토(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멘토가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자원을 고려해 공동 작성해야함
- K99 단계에서는 멘토 통해 어떤 과학적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지 상세 기술 필요하며
R00 단계에서는 멘토의 주된 전공분야 또는 연구주제와 차별화된 연구 수행 목표 제시
해야함(R01 단계로의 진입 가능성까지 보기 때문)
l K99 단계와 R00 단계 이후의 기간 동안 수혜자의 연구 독립성 확보 위해 노력한 성과,
이전 수혜자(포닥)의 신진교원급 전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기록, 연구비 수주 성과 및
출판물 차원에서 증명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멘토로 지정되어야 함
l 수혜자의 연구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연구계획의 과학기술적 장점을 입증
해야함
l K99 단계 동안 수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제도, 연구 환경 및 투자 내용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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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Conventions Industrielles de Formation
par la Recherche6)
n 프랑스의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력경로
l 프랑스의 경우 유럽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박사후과정연구원’이라는 지위가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음(Cantwell, 2009)
- 프랑스는 매년 1만명 이상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하나 공공부문으로 진출하는 인원은 박사
학위 총 수여자의 10% 미만이며, 상당수는 산업체로 진출하는 상황임(Giret and
Recotillet, 2004)
- CIFRE 제도를 통해 예비 박사학위 취득자, 박사후과정연구원과 같은 신진연구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프랑스 기업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도록 지원
* 이 협정의 대상이 예비 박사학위 취득자인 것은 석사과정부터 자신의 경력경로를 탐색하게 함으로써
박사후 과정에는 꼭 필요한 사람만 가도록 유도하기 위함임

- 프랑스에서는 대학-연구원 간 협업 계약이 활발한데 이러한 계약 관계상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선임 연구자의 그랜트에 속한 연구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대학과
연구원에 임용될 경우 정규직 형태로 임용됨(정용남, 2015:116)
n 프랑스 CIFRE 제도 수립의 배경
l 1980년대 미국에 비해 정체된 프랑스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변화시키고자 산학연 연계를
강화시키는 혁신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음(Cantwell, 2009)
- 시스템 전환이라는 정책적 사고 안에서 혁신 시스템 내 핵심 동력인 박사학위 취득자의
산업계 진출을 유도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기업은 연구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함
n 프랑스 CIFRE 제도의 주요 특징
l 2016년 기준으로 4,200개의 CIFRE가 1,800개의 기업의 참여와 함께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도 1,383개의 새로운 협정서가 체결되었음(ANRT, 2017a:6)

6) Conventions Industrielles de Formation par la Recherche(CIFRE): 대학 연구를 통한 산업 교육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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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IFRE 운영체제

자료: ANRT(프랑스국립기술협회)(2016:2)

l CIFRE 제도를 통해 예비 박사학위 취득자들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으며 논문을 쓸 수
있으며 CIFRE를 통한 박사학위 취득자 비중은 모든 과학 분야를 통틀어서 90% 이상임
(ANRT, 2017a:8)
l 기업의 연구 분야 및 연구 목적과 예비 박사학위 취득자(박사학위 준비자)들의 전공, 관심
분야 및 역량을 ANRT가 매칭하며 예비 박사학위 취득자-대학(연구실)-기업이 각각 얻는
이점은 <표 2>와 같음(ANRT, 2017a:8-10)
표 2
예비 박사학위 취득자

참여주체별 CIFRE 통해 얻는 이점
대학(연구실)

기업
정규직 인재* 채용 가능
(* 문제 예측 및 해결, 복잡한 문제
처리에 대한 전문성, 연구 작업에
대한 정확한 가시성, 역량 내재화
가능한 인재)

학계-산업계 연구·업무 경험

해당 연구실 소속 예비
박사학위자의 최적 업무조건 보장
및 전문직 코스 입문

고용주들이 선호하는 학계-산업계
이중 경험

기업의 수요 파악과 더불어 전략적 좀 더 수준 높은 연구 결과 얻기
연구 수행과 연구 실용화, 잠재적 위해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및
기술 이전 시도가 가능
인적자원으로 접근 가능

최적의 업무조건과 박사논문 보장
- 최소 연봉 23,484유로(세전)
- 평균 연봉 28,972유로(세전,
2015년 기준)
- 박사학위 취득률 90% 이상

기초적인 접근법과 구체적인 솔루션
구축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 개발
R&D에 투자해야하는 기간을
기회를 대학 연구자들이 가질 수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음
있음

고용 가능성(6개월 내 90%)

장기적으로 연구 가능하며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자료: ANRT(2017a: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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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학 또는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간 협업연구에 더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비 조달
방식과 특별히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도 잘 마련해
놓고 있음(ANRT, 2016:1-3)
- 프랑스 국립기술협회(ANRT)는 프랑스 정부를 대신해 CIFRE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매년
14,000€(약 1,750만 원)의 보조금(2015년 기준)을 3년 동안 지급함. 이는 해당 기업이
3년 동안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CIFRE 박사학위 준비생들에게 매년 지불하는
세전 최소 고용 임금 23,484€(약 2,900만 원)를 지원하기 위해서임
-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남은 비용 또한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적어도
대략 10,595€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업은 함께 참여하는 연구소와 연구 진행 조건 및 연구결과 사용에 대한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한 협력계약(Contrat de collaboration)을 맺음. 연구 협력을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 역시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l 참여 고용주의 분포 역시 다양함. 2015년도 CIFRE 참여 고용주 중 5,000명 이상 직원
보유 기업의 비중은 13%, 250~5,000명 미만의 직원 보유 기업의 비중은 18%, 250명
미만의 직원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61%,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활동 단체 비중이 8%임

그림 5

2015년 CIFRE 참여 고용주별 분포

자료: ANRT(2016:3)

l 2013~2014년 1,160명의 박사학위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CIFRE 박사
학위 취득자들 중 85%가 CIFRE가 그들의 취업에 큰 도약이 되었다고 대답함. CIFRE가
끝나고 1/3의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CIFRE 파트너 기업에 남으며, 70%가 3개월 안에
취업을 하고 70%가 CIFRE가 종료되기 전에 취업을 함(ANRT,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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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5년 체결된 1,383개의 CIFRE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경력
경로의 진출 현황을 알 수 있음(그림 6 참조)
- 이것은 CIFRE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전문직 진입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근거임

그림 6 2015년 CIFRE 참여 기관의 산업별 분포

자료: ANRT(2017a:20)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l CIFRE는 기업의 연구 작업에 촉진제 역할을 하며 80%의 경우 다른 연구 프로젝트로
연결됨. 97%의 기업들이 2~5년 후 새로운 CIFRE 체결 원하며, 98%의 기업들이 박사
준비생들에게 CIFRE를 통해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것을 권고함(ANRT, 2015:7)
l CIFRE 제도에 대한 신진연구자의 신뢰는 신진연구자 관리 책임 능력 있는 기관과 연구
역량이 증명된 책임자7)의 의무를 명확히 하므로 잡무 투입, 연구결과 탈취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부터 신진연구자를 보호하기 때문임

7) 프랑스 CIFRE의 경우 신진연구자 관리 책임기관(기업)의 재무능력 등 CIFRE 이행 적합성을 ANRT의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인
평가위원회가 검토 및 선별함(ANRT, 2017b:3). 만약 CIFRE 이행기간 동안에 어떤 경우든지 CIFRE의 지속이 어렵다고 ANRT가
판단하면 CIFRE를 중단시킬 권한이 이 기관에 있음. 또한 기업과 신진연구자는 고용주-고용자로 계약관계(contrat de travail)를
맺기 때문에 노동법에 따라 신진연구자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소송도 가능함(ANRT, 2017b:9-10). 미국 NIH K99/R00 프로그램도
포닥 고용시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통해서 연구 책임자와 연구 환경 적합성을 증명해야함(Sunmandea and Balke, 200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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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신진연구자(포닥) 제도에 주는 시사점
n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전문직 지위 인정
l 박사후과정연구원은 요구되는 전문적 숙련과 지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계획과 직무를
포함하는 직업으로서 법적지위 보장 필요
- 일본8)과 프랑스9)와 달리 한국은 법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를 전문직으로 불인정
-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는 박사후과연구원에게 충분한 연구경력 향상 및 전문직
(정규직에 준하는)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에 소홀하게 된 원인이 됨
- 미국 NIH의 경우 지원코드 F(펠로우십 지원) → K(멘토링+경력개발+네트워킹) → R
(전문직 진입)로 연결되는 경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인데 반해 국내 지원 사업은
F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여전히 박사후과정연구원을 연수자로만 인식함
그림 7

미국 vs. 한국의 포닥 지원제도 구조

자료: 성경모 외(2016)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l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연구 독립성 확보
- 국내 박사후과정연구원을 지원하는 사업 대다수가 직접방식이든 간접방식이든 연구비나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업 수혜의 대가로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의 하향식(top–
down)이자 시혜적인 지원에 그침(성경모 외, 2016)
8) 2000년대 초 박사학위 취득자의 고용문제가 정책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후 2003년 일본노동표준법(Japan's Labor Standards
Act)이 개정되었음. 개정된 법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피고용자들의 고용기간을 5년까지 고정적
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동일법 제 14조에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피고용자들에 해당하는 직업 중
박사학위 취득자(doctorate holders)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음(Kobayashi, 2011)
9) 프랑스 교육법 내 고등교육 및 연구 관련 제 612-7 조항에 따르면 ‘박사학위에는 전문적인 연구 경험이 요구되며 학위 취득과정은
협업 계약형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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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NIH의 K99/R00 프로그램과 같이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신진교원급(Junior faculty
position) 경력 전환을 원활히 이루어주며 고용을 보장하고 독립 연구10)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필요

n 박사후과정연구원의 학계 외 경력경로 발굴
l 대학 및 대학교원의 박사후과정연구원 경력경로 다양화 책무강화
- 한국은 포닥의 90%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어 대학의 역할 매우 중요(성경모 외, 2016)
* 학계에서 먼저 학계 외 경력경로 선택을 받아들이고 촉진하는 노력해야함(McDowell et al., 2014)

- 대학교원과 대학은 박사과정 후보들에게 박사과정과 포닥이 이들 미래 경력의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보일 의무가 있음11)(Sauermann and Roach, 2016)
- 대학교원이 포닥에게 적절한 연구경력 축적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지원 필요
l 박사학위 취득자 전문직 진입을 위한 민간기업-대학-정부·출연(연)의 공동노력
- 프랑스 CIFRE 제도와 같이 혁신 시스템 내 핵심 동력인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문직 진입
및 경력 다변화는 민간기업-대학-정부가 공동 노력해야할 사안임. 무엇보다 민간기업대학-박사학위 취득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
- 민간 기업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확대하여 대학-산업계간 연구활동 및 일자리 수요 등
정보 교환과 박사급 일자리 창출 공동 노력 필요
- 기초분야 전공자가 포닥 진입률이 높으며 한국의 경우 기초과학 분야 기반 산업이 약한
관계로 산업계 진출이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출연(연)의 포닥 훈련에 대한 참여 매우
중요(성경모 외, 2016)
* 한 예로 포닥 채용에 대한 자율권을 출연(연)에 줌으로써 출연(연)의 연구 규모와 연구 프로세스 상황에
맞게 채용하고 포닥이 타 출연(연)으로 이동하며 연구경력 축적 및 정규직 진입 가능하도록 유도

l 박사후과정연구원 지원금 변화
- 미국 NIH 사례와 같이 포닥의 경력 경로 다변화 목적으로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훈련 자금, 개별 펠로우십 형태로 지원금 전환(Sauermann and
Roach, 2016)
❙필자❙ 성경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T. 044-287-2168 I E. lumilyon2@stepi.re.kr
10) 연구 책임자 연구비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며 더 나아가 연구책임자와 경쟁하지 않는 구조 정착 필요(McDowell et al., 2014).
11)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학교원(연구책임자)이 포닥의 경력개발에 참여한다고 하여 연구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음이 증명됨
(Rybarczyk et al., 2011; Strategic Evaluations. In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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