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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ʻ사회적 파급효과ʼ가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연구개발사업 평가 항목에 ʻ사회적 상호작용,̓ ʻ연구결

과의 사회적 향ʼ 등의 정성적 지표를 포함하여 이를 오래 전부터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논문 피인용, 기술이전 등 정량적 지표 위주의 평가체계에 

한 반성과 함께 연구활동의 파급효과에 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추적평가를 본격 도입, 사업종료 후 연구성과의 파급 경로 등을 추적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측면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파급효과 분석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도출한다.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파급효과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파급효과 분석, 가능성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자우편: jeseong@stepi.re.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전자우편: mkim@kistep.re.kr

***KAIST 교수

전자우편: htlim@kaist.ac.k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전자우편: ekim@kistep.re.kr

전화: (044)287-2144, 010-2312-0498

일반연구논문



과학기술학연구 14권 2호(2014)

50

1. 서론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에서 ʻ사회적 파급효과ʼ가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연구개발 성과의 사회적 활용·확산이 강조되고, 특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등장하면서 ʻ사회적 파급효과ʼ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요한 가치 목표

로 논의되고 있다(임홍탁, 2013; 임홍탁·성지은, 2013). 연간 연구개발에 17조를 

상회하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 및 

효과에 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네덜란드, 국 등에서는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항목에 ʻ연구결과의 

사회적 파급효과ʼ 등의 지표를 포함하여 이를 오래 전부터 강조하고 있다(송위진 

외, 2013). 미국은 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ʻSTAR 

METRICSʼ 법안을 발효하여 연구개발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측정1)한다. 네덜란드

는 일찍이 사회적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ʻ경제적·사회적 기여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으며, 국은 ʻ연구 우수성 평가(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REF)̓  
체계를 통해 과학기술혁신활동이 가져오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향

을 측정･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임홍탁, 2013; Penfield et al, 

2014). 

최근 우리나라도 논문 피인용, 기술이전 등 정량적 지표 위주의 평가체계에 

한 반성과 함께 연구활동의 파급효과에 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구개발사업 평가 중 중간평가(舊자체·상위평가)의 사업성과 우수성 항목에서 

성과의 질적 우수성에 한 정성적 분석을 시도하 다. 올해는 성과의 질적 우수성

에 하여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인프라적 성과 등 보다 세부적으로 

1) STAR METRICS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평가 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는 연방기관 R&D 

예산의 고용효과를 측정한다. 2단계는 다음의 4가지 성과에 한 과학기술 투자의 향력

을 측정한다. ① 특허 및 신생기업 관련 지표를 통한 경제성장 측정, ② 노동시장으로의 

학생 유입, 취업 관련 지표를 통한 고용 성과 측정, ③ 논문 및 인용 관련 지표를 통한 

지식창출 성과 측정, ④ 보건․환경적 관점의 향력에 한 지표를 통한 사회적 성과 

측정이 그것이다. 



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가능성과 과제

51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추적평가를 본격 도입, 사업종료 

후 연구성과의 파급 경로 등을 추적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과학기술적, 경제사회

적 파급 효과 측면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연구개발사업의 ʻ사회적 유용성ʼ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과학기술적 

우수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Wolf et al., 2013; 송위진 외, 2013). 논문과 피인용 횟수, 특허나 

기술이전 등 지표를 통해 각각 학문적 우수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유용성에 해서는 아직까지 적절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으나, 분석에 사용된 

기준의 객관성 부족으로 추정된 파급효과가 과  계상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업특성과 관계없이 비용편익분석 및 경제적 파급효과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객관성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전현곤, 2009).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도출한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파급효과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지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사회적 파급효

과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보도록 한다. 

본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개발 사회적 파급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제시된다. 이론적인 논의는 1. 혁신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성과평가체

계의 변화, 2. 국내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현황에 한 검토, 3. 보상 평가법 및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 등 사회적 파급효과 측정 모형에 한 검토 등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3장에서는 핀란드, 국,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국의 연구개발사업 

파급효과 평가 동향에 해 알아본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의 파급효

과 평가 현황에 해 제시하고 2, 3장에서 검토된 내용을 토 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에 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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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사회적 파급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혁신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성과평가체계의 변화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이하 혁신정책)은 연구개발 활동 중심의 좁은 분야정책

에서 관련 분야 간의 연계․통합을 강조하는 하부기반적(generic)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다. 제3세  혁신정책, 즉 통합적 혁신정책의 등장으로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발전 등의 사회적 목표까지 추구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목표의 동시 추구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관리도 경제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및 파급효과를 같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성지은 외, 2012). 

특히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등장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은 기존 산업성과 위주의 연구개발 

활동과는 목표 및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은 사회 

현안 응이 최우선 목표이며 기존의 과학기술적 성과나 경제적 성과는 부차적인 

목표로 설정한다(송위진 외, 2013).

이러한 변화에 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의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의 경제적 효과 

외에도 활동 자체나 결과물이 간접적으로 미치는 향이나 그 파급효과로 인한 

연구개발 활성화까지 연구개발 성과물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의 변화는 사회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거나 혁신활동을 통해 사용자 및 이해당사자의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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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연구개발 성과평가 

국내 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연구개발예산 투입의 효과·효율성, 성과의 경제

적·사회적 효과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이 이의 법적 근거로 2005년 12월 제정되었다. 본 법에서는 

성과평가의 목적을 ʻ성과중심의 평가와 함께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통해 R&D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ʼ으로 두고 있다. 이후 국가연구개

발 성과평가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거쳐 2013년 12월 

확정된 2014년도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까지 매년 제도 개선을 통해 진화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사업 평가는 크게 자체·상위평가와 특정평가로 나뉠 수 있고 

그 중 자체·상위평가는 다시 중간평가2), 종료평가, 추적평가로 나뉘어 추진된다. 

<그림 1> 연구개발 사업평가의 구성

연구개발 사업평가

자체·상위평가

특정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 상은 전체 정부연구개발 사업으로, 평가실익이 없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평가의 상이 된다. 중간평가는 연구개발 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상으로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2) 舊자체·상위평가. 추진 중인 사업을 상으로 실시했던 사업평가 뿐 아니라 종료평가와 

추적평가가 본격 실시되면서 중간평가로 개칭됨(ʼ14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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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특성에 따라 일반사업, 시설장비, 국방사업으로 나뉘고 15억 이하의 소액사업

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종료 시에는 종료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3~5년이 

경과한 후에는 추적평가를 실시한다. 특정평가는 사업평가 상 중 장기간· 규모 

예산투입 사업,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등 심층 분석이 

필요한 사업을 상으로 실시한다. 

 
<표 1> 평가 대상별 성과평가 내용

(201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기준)

구분
자체·상위평가

특정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

평가 

목적 

및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 사업의 

관리체계 및 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연구성과의 

가치창출 연계를 

위해 사업목표 

달성도 및 

성과활용·확산 

계획에 해 평가

연구개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기술이전, 사업화 

여부 등 연구 성과의 

관리 및 활용 결과에 

해 평가

과학기술 정책 이슈 

및 사업간 조정 또는 

연계 등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심층 분석

평가

상 

전체 정부 연구개발 

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 ʼ14년 기준, 17개 

부처 114개 사업

전체 정부 연구개발 

사업 중 종료된 사업

* ʼ14년 기준, 

ʼ12년·ʼ13년 종료된 

3개 부처 9개 사업

사업 종료 후 

3~5년이 경과한 

사업 중 예산규모, 

사업성격 등에 따라 

선정

* ʼ14년 기준, 3개 

부처 3개 사업

정부 연구개발 사업 

중 장기간· 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심층 분석이 필요한 

사업

* ʼ14년 기준, 3개 

사업군, 3개 

개별사업

평가

항목

계획, 관리, 결과, 

집행
성과달성, 성과확산

성과관리, 

성과활용·확산,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등 

사업성격에 따라 

자율구성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3a)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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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파급효과 측정 모형

(1) 논리 모델: 보상(Payback) 평가법

논리 모델은 연구의 전 과정에 연구 성과의 확산 과정까지 포함시켜 연구 

성과의 향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연구의 산출(output), 성과물

(outcome), 그리고 사회적 파급효과(impact)까지 이어지는 일방향성의 선형 모델

을 활용한다. 즉 연구 성과가 처음에는 논문, 보고서와 같은 1차 산출(output)로 

나타나고, 이것이 확산을 통해 다음 단계인 정책지원, 지침개발, 제품 개발과 

같은 성과물(outcome)로 연결되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파급효과(impact)로 나타

난다는 것이다. 

<그림 2> 논리 모델과 RDI 영향

자료: Tekes(2011).

이 모델은 사업 평가를 일종의 일관된 ʻ이야기ʼ로 풀어냄으로써 보다 포괄적으로 

그 성과와 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일종의 공통 틀을 제공하여 

조사 내용, 문헌자료 분석과 같은 평가 자료 습득 및 정리를 수월하게 하며, 각 

단계별 일관된 종류의 정보 수집으로 평가 사례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보건·생명의료에의 적용과 함께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연구사업 평가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임홍탁·성지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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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모델에 기반을 둔 보상 평가법은 1994년 국 Brunel 학의 Buxton교수와 

Hanney교수팀에 의해 '보건의료 서비스 연구ʼ의 향(impact) 또는 보상

(payback)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후 국의 ʻ국립의료서비스ʼ(NHS: 

National Health Service) 지원으로 보완·발전되었으며, 2000년에는 RAND 

Europe과의 협력 작업을 통해 그 적용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송위진 외, 

2013). 

<표 2> 보상 평가법의 ʻ보상 범주ʼ
범주 내용

1. 지식 논문, 학회 발표, 도서, 도서 원고, 연구 보고서 등

2. 미래 연구에의 기여

미래 연구 목표의 명확화

연구 기능, 연구 인력 등 연구 능력의 향상

외부 연구의 소화 및 흡수 능력 향상

구성원 능력 개발 및 교육 효과

3. 정책 및 제품개발 지원

정책결정이나 실무 결정에 있어 보다 나은 정보 제공

약품 개발이나 치료 방법 개발에의 기여

연구 활동에의 기타 정치적 기여

4. 보건의료에의 기여

건강 증진 

기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비용 감소 

환자 만족도 증진과 같은 의료 서비스 질의 개선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사회적 평등성 제고

5. 광범위한 경제적 기여
연구로부터 발생한 혁신의 상업적 이용을 통한 경제적 기여

노동인력의 건강 증진(병가의 축소)에 따른 경제적 기여

자료: Donovan & Hanney(2011)

(2) 시스템적 모형: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

생산적 상호작용 평가는 연구 성과를 연구자의 단독 생산물이 아니라 연구자와 

사용자·이해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산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는 기술발전을 

사회적 산물로 인식하는 기술사회학의 입장(Callon et al., 1992)과 기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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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으로서 사용자-생산자(user-producer)의 상호작용과 학습활동을 강조하는 

기술혁신학의 입장(Lundvall, 1988)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평가 방법은 연구 성과의 가치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이해당사자

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가정 하에, 연구자와 사용자·이해당사자 

간의 접촉 및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한다(임홍탁·성지은, 2013).

<그림 3> 생산적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연구 성과

자료: Callon et al.(1992)에서 저자가 재구성. 임홍탁·성지은(2013).

 

상호작용은 크게 직접(direct)과 간접(indirect)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방식은 연구자와 사용자·이해당사자의 면 접촉,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비디오 

컨퍼런스와 같은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간접 방식은 문자나 물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연구 성과인 논문을 통해 

다른 학자가 새로운 연구의 아이디어를 얻는 상호작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송위진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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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생산적 상호작용의 종류

종류 내용
직접(direct) 방식

 면 접촉, 전화 통화, 비디오 컨퍼런스 등 

 개인 수준의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

간접(indirect) 방식

 논문, 보고서, 이메일과 같은 문자

 기계, 박람회, 모델과 같은 물적 존재 

 제자, 동료, 인턴이나 지인 network를 통한 접촉

 필름 등의 매개체를 통해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

자료: De Jong et al. (2013). 임홍탁·성지은(2013).

3. 주요국의 연구개발사업 파급효과 평가 동향

1) 핀란드

핀란드 연구개발 성과평가는 Tekes가 담당한다. Tekes는 핀란드 고용경제부 

산하 외청으로, 연구개발 지원의 부분을 담당한다. 연구개발 지원 심사 및 자금지

원 실무, 잠재력과 창의성을 지닌 연구 집단에 한 자문활동, 핀란드 정부지원을 

받는 부분의 연구프로그램 관리·평가가 핵심 역할이다.

핀란드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를 살펴보면, Tekes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

그램, 프로젝트, 기관에 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Tekes는 프로그램 실행에 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평가는 각 프로그램마다 조직된 운 위원회

가 실무를 맡고 있다. 프로그램 계획, 사전심사, 실행, 사후평가 과정을 포괄하며,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전주기와 각 단계의 평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김갑

수, 2010; Tekes, 2011). 

성과평가는 사업 중간평가와 종료 후의 종합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평가주체는 

Tekes 내부 분석팀, 프로그램 운 위원회, 외부조직 등으로 다양하다. 프로그램 

중간 및 사후평가에서는 내부 동료평가(peer-review)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종 성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결과가 

도출되며, Tekes는 연구혁신사업에 한 모든 정보를 보고받아 자료를 축적하고, 

평가주체는 이러한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한다(김갑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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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es 평가에서 주목할 점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 또는 제 로 수행되었는

지에 한 정보를 얻는 것과 동시에 성공과 실패의 요소를 찾기 위해 평가를 

시행하며, 기술의 파급효과(impact)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Tekes는 생산성 향상 

및 개선, 사회적 기여, 혁신역량 역에서의 프로그램 성과를 정리한다(Tekes, 

2012a). 생산성 향상 및 개선에서는 Tekes 지원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사업 

개선에 미치는 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통계, 후속연구, 혁신활동의 

개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Tekes 지원의 사회적 기여는 직접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환경, 기후변화, 

삶의 질 향상 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그림 4> 연구개발 사업 주기와 Tekes의 성과평가 틀

자료: 성지은·박인용(2013).

연구개발 전주기를 고려했을 때, 자원 투입 비 효율성, 논문·특허·신제품 

등의 산출물, 경쟁력 및 신 사업 역 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모두 연구개발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인력 증 , 광범위한 혁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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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전적 연구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품․공정 등의 구체적인 성과물과 

연구개발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무형의 결과를 모두 산출 → 새로운 혁신활동에 

재투자되면서 연구개발 성과가 타 분야 기술 및 사회 역으로 확산된다. 연구활동의 

결과는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 사업과정을 개선하는데 파급력을 미치며, 그 

파급효과는 현장의 생산성, 기술의 효과를 높이는 데 향을 준다. 

기업에서의 연구성과 파급효과는 기업 성장과 구조개선, 새로운 기업 창출을 

야기하여 사업주기 개선에 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혁신을 비롯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한다. 연구성과의 상업화와 신 사업 역 창출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국가 전체와 국제화 차원에서 혁신활동 결과의 확산은 국가의 

혁신기반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Hyv(rinen, 2007; Tekes, 

2011; 성지은·박인용, 2013). 

<그림 5> Tekes 성과관리 시스템의 파급효과 분석 틀

자료: Veen et al.(2011) Tekes(2012a). 성지은·박인용(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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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es를 비롯한 연구개발 지원기관은 각각의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

발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주로 측정해 온 성과는 통계적·수치

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에 국한되어 왔다.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 외에도 

후속 연구개발의 활성화, 성과 증 , 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하는 무형의 효과가 

존재하며 이를 부가성(additionality)이라 정의한다. Tekes는 투입부가성(input 

additionality), 행동부가성(behavioral additionality)외에 산출부가성(output 

additionality)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산출부가성은 제품·공정·서비스 혁신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력·삶의 질 등 사회적 향요인을 총체적으로 나타낸다. 

Tekes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각종 공적 자금이 지원된 

후 기업경쟁력 제고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출부가성을 분석한다(Tekes, 

2011; 2012a; 2012b).

<그림 6> Tekes의 파급효과(impact) 모델의 과정과 부가성

자료: Hyv(rinen(2007). 성지은·박인용(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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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국은 앞서 제시한 보상 평가법을 기반으로 사회적 파급을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 다. 그 사례로는 국 경제사회연구회(ESRC: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가 ʻ공식 부문 및 비공식 부문 일의 미래ʼ에 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에 착수한 FoW(Future of Work Programme: 일의 미래 프로그램: 이하 

FoW)이다. ʻFoW ̓프로그램에는 140여명의 정책결정자, 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

는 자문과정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이공계분야가 아닌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사업인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경제사회연구회는 ʻRAND Europeʼ과 Brunel University의 ʻ보건의료

경제학 연구그룹ʼ(HERG)에게 이 프로그램의 향평가를 의뢰하 으며, 이들은 

그들이 개발한 '보상 평가법'을 적용하여 평가과업을 수행하 다. 보상 평가법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의 평가를 위해 개발되었기에 ʻ사회과학 분야의 연구ʼ 평가를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 으며, 이를 위해 연구팀은 사회과학 연구사업 평가에 

한 문헌 고찰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표 4>에서 보여주듯이 보상의 범주 

및 내용에 있어 ʻ기여(benefit)̓를 ʻ 향(impact)̓으로 바꾸었다. 예를 들어, ʻ보건의

료에의 기여ʼ 범주를 ʻ행동에의 향ʼ으로 바꾸어 개인들의 행위변화로 나타나는 

보상(payback)을 평가하는 것이다. 

<표 4> ʻ일의 미래ʼ(FoW) 보상 평가법의 ʻ보상 범주ʼ
범 주(Category) 내 용

1. 지식 논문, 학회 발표, 도서, 도서 원고, 연구 보고서

2. 미래 연구에의 향

미래 연구 목표의 명확화

연구 기능, 연구 인력 등 연구 능력의 향상, 승진

새로운 DB의 구성

구성원 능력 개발 및 교육 효과

3. 정책에의 향
정책결정이나 실무 결정에 있어 보다 나은 정보 제공

국가 수준, 전문기관의 수준, 조직 수준에서의 정책 향

4. 행동에의 향 개인들의 행위 변화

5.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향 여론에의 향(방송매체에의 등장 정도)

자료: Klautzer et al. (2011). 임홍탁·성지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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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성된 보상 평가법과 보상 범주를 기초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서베이를 실시, 27개 프로젝트 중 22개의 연구책임자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4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 다. 향의 실체가 측정 가능하도

록 우선 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를 선정하 고, 27개 프로젝트의 

다양성을 표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선정하 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 으며 연구책임자들에게 추천하도록 한 연구 성과 ʻ사용자ʼ와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 다. 연구팀과 ESRC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모여진 정보를 분석･평가하 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 다(임홍탁·성지은, 2013; 송위진 외, 2013).

이와 함께 국은 네덜란드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로 ʻSIAMPI(Social Impact 

Assessment Methods for research and funding instruments through the 

study of Productive Interaction between science and society, 이하 SIAMPI)'에 

참여하면서 생산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사회적 파급효과를 평가하고자 했다. 

국에서 생산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사회적 파급효과 평가를 적용한 

사례로는 REF 2014를 들 수 있다. REF는 국 학들의 연구를 평가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2008년까지 수행되었던 Research Assessment Exercise(RAE)에서 

교체되었다. REF결과를 국의 펀딩기관에서 실제로 연구개발비를 배분·조정하

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전문가 리뷰 과정으로 모든 연구를 포괄하는 

36개 주제·분야로 각 학의 연구를 구분하고 각 주제·분야별로 전문가 패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의뢰한다. 3가지 관점의 평가요소 중에 ʻThe impact 

of research beyond academia'에 20%의 가중치를 줌으로써, 60%의 ʼThe quality 
of research outputs'와 15%의 ʻThe research environment'와 함께 연구개발을 

평가하는 요소로 사회적 파급효과를 포함시키고 있다. 보고서 내에는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ʻThe impact of 

research beyond academia̓ 요소에 해서는 파급효과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루기 위한 전략 및 노력에 한 자세한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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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구개발이 논문, 특허 등 연구자의 단독 성과물만이 아니라 실제 연구개발 

결과가 향이 미칠 수 있는 실제 수요자·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문적 

성과이상의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연구개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만들어 가는데 

노력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점, 그리고 생산적 상호작용 관점이 투 된 성과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REF 지침에 따르면, 파급효과란 학문적 성과 

이상의 경제, 사회, 문화, 공공정책 및 서비스, 보건·환경 더 나아가 삶의 질에 

어떤 종류의 향·변화·이익으로 정의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로 나올 수 있는 

사회적 파급효과는 실로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REF는 연구개발의 

사회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양식으로 먼저 사례별로 연구개발 개요를 작성하

고, 연구개발이 어떻게 파급효과를 냈는지, 그 파급효과가 무엇인지를 기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파급효과에 한 기술은 누가 이익을 보았고 어떤 향이 미쳤거나 

변화가 있었는지에 해 구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되며, 각 파급효과에 한 근거를 

제시하여 연구자들의 주장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3)를 갖추고 있다. 

파일럿 연구로 진행된 학 연구개발 사례를 살펴보면, Imperial College 

London에서 연구개발의 사회적 파급효과 평가를 위해 ʻ나노자기학

(Nanomagnetism)과 위조방지ʻ라는 보고서를 제출하 다. 사회적 파급효과 평가 

보고서 양식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연구내용에 한 참고문헌

을 제시하는데, 이 때 주로 연구개발을 통해 발간한 논문과 특허의 리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다음으로 연구개발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평가받기위해 연구자들이 

직접 'The contribution, impact or benefit'과 그에 한 근거를 기술하게 된다. 

본 사례에서는 나노자기학 기초연구가 현재 위조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LSA(Laser Surface Authentication)기술에 어떻게 향을 미쳐서 파생

하게 됐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일방적으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던 연구가 아니라, 끊임없이 수요자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생산적 상호작용의 

3) 필요 시, REF 팀이 연구자들에게 근거가 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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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위조방지에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의 스핀오프를 통해 벤처기업 창업과 고용창출

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함께, 범죄와 테러라는 사회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응했던 

연구개발의 효과에 해 3-4 페이지의 보고서로 기술하고 있다. 연구개발 성과의 

다양한 파급효과에 한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문가 리뷰를 통해 

평가받게 된다. 

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표준평가 프로토콜(Standard Evaluation Protocol, SEP)을 연구

사업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Mostert et al, 2010). 여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향에 한 평가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평가는 

사회적 향 평가를 포함한다. 연구그룹이 이해관계자들과 얼마나 상호작용했는

지, 연구결과가 제도변화(규정, 법, 정책)로 귀결되었는지, 연구결과를 얼마나 

확산시키려고 노력했는지를 분석한다(임홍탁, 2013). 

이와 함께 네덜란드는 생산적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연구개발의 사회적 파급효과

를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SIAMPI 프로젝트는 연구의 

ʻ사회적 파급효과ʼ를 평가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정보통

신기술, 나노과학, 의료 등 총 4개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상으로 시범 적용하 다

(Spaapen and Drooge, 2011; Molas-Gallart and Tang, 2011).

표적인 사례로 ʻWorld Wide Web 표준 언어(standard language) 개발ʼ 사업 

평가를 들 수 있다. 네덜란드 컴퓨터 학과 교수는 1990년  10년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때 개발된 표준 언어를 기반으로 량의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하

는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 직접적인 연구결과로 인터넷 Semantic 

web의 새로운 기준을 개발했고, 가장 널리 인용되는 논문도 작성하 다. 더 나아가 

이 프로젝트의 스핀오프 회사에 참여하여 2009년에는 10여년의 개발연구를 통해 

량의 이메일과 데이터 파일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툴인 ʻ범죄수사용 소프트웨어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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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이 연구사업 평가에 있어 직접적인 사용자·이해당사자는 ʻ스핀오프 회사ʼ라고 

할 수 있다. 교수와 이 회사와의 상호작용을 ʻ직접적 상호작용(direct interaction)̓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친구이자 학교 동료가 창업한 이 회사의 경 에 참여하기 

위해 교수는 학교 근무를 파트타임으로 바꾸었으며, 창업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 고 교수는 지적재산권을 회사에게 넘겨주었다. 

제품개발 초창기인 1998-2001년 동안 교수는 회사연구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을 함께 저술하여 학계에 발표하 다. 소프트웨어 개발 진전에 따라 교수의 

직접적 참여도 3달에 한 번씩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던 것에서, 개발 후기에는 

1년에 2번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 역할도 학계의 최신 동향 및 정보를 공급하고 

고급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역할에서 제품 개발에 보완적 지식을 제공하

는 것으로 변화했다. 

한편, ʻ간접적 상호작용ʼ(indirect interaction)의 통로로서 논문과 함께 학교 

제자나 연구원들의 인턴쉽, 취직 등을 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기술성과 시장성을 

검토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교육계, 건축계, 경찰, 회계회사 등 여러 사용자·
이해당사자가 소프트웨어의 개발 진전과 함께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스핀오프 

회사를 통하거나 취직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수/연구사업과 상호작용했다. 

제품이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이 간접적 상호작용의 다양성과 중요성은 점점 증 해

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ʻWorld Wide Web 표준 언어 ̓사례는 기초연구부터 시작하여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제품 판매에 이르는 장기적인 성격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다인용 논문을 표적 학문적 향이라 할 수 있으며, 스핀오프 회사를 만든 

것, 성공적으로 범죄수사용 소프트웨어를 시장에 출시한 것을 ʻ사회적 향ʼ이라 

부를 수 있다. 경제적인 향에 더불어 안전성을 높이는 사회적 향을 발생시켰다

고 할 수 있다. 범죄수사용 소프트웨어의 생산 및 판매는 ʻWorld Wide Web 표준언어ʼ 
기초연구가 신제품의 개발이라는 기술 혁신과 동시에 사용자/이해당사자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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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라는 사회적 향을 낳았음을 보여준다. 담당 교수의 스핀오프 회사에의 

참여는 ʻ상호작용ʼ의 범위와 강도를 확 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임홍탁·
성지은, 2013; 송위진 외, 2013).

4) 일본

최근 일본은 연구개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산업

성은 2011년 7월 연구개발 성과가 직접적인 실용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항목을 개정하고 추적평가를 강화하 다. 경제산업성 산하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경우 프로젝

트 종료 후 5년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종료 5년차에 추적평가를 실시하기로 

하 다. 더 나아가 문부과학성은 2012년 3월, 일본내 추적평가에 한 평가를 

통해 추적평가의 목적을 ʻ정책의 재검토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국가과학기술

심의회, 2013.10.18). 

연구개발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강조하는 사례로는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RISTEX: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ciety, 이하 

RISTEX)의 연구사업 평가를 들 수 있다. RISTEX는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연구사업의 평가 관점으로 사회실행과 구현을 강조한다. 

RISTEX의 연구사업 평가는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추적평가로 구성되

어 있다. 연구개발 역의 설정, 역총괄과 역 어드바이저의 선정을 위한 ʻ사전평

가ʼ, 연구개발 도중에 프로젝트의 진척상황 및 성과, 향후 전망에 관하여 실시하는 

ʻ중간평가ʼ, 연구개발 종료 후에 하는 ʻ사후평가ʼ 등이 있다. 또 연구개발이 종료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연구개발 성과의 발전과 사회에 한 향에 관하여 

ʻ추적조사·평가ʼ를 외부전문가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RISTEX, 2010; 2012).

평가위원회의 기본적인 평가는 ʻ동료평가(peer review)̓와 ʻ책임성(accountability) 

평가ʼ로 구성되어 있다(RISTEX, 2010: 8; 2011: 10). ʻ동료평가ʼ는 해당 역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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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기

- 연구개발 역의 종

료 후 가능한 한 빠

른 시기에 실시

2. 목적

- 연구개발 역의 목

표달성 상황과 연

구개발 매니지먼

트의 상황을 파악

하여, 향후 사업운

 개선에 기여

3. 평가항목과 기준

 ① 연구개발 역의 

목표 달성 상황

 ② 연구개발 매니지

먼트의 상황

 ③ 상기 ①과②의 구

체적 기준은 연구

개발의 목표 실현

1. 시기

-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종료 후 가능한 한 빠

른 시기에 실시

2. 목적

- 연구개발의 실시상

황, 연구개발성과, 

파급효과 등을 분명

히 하여, 향후 연구개

발성과의 전개와 사

업운  개선에 기여

3. 평가항목과 기준

① 연구개발프로그램

의 달성 상황

② 연구개발 매니지먼

트의 상황

③ 상기 ①과②의 구체

적 기준은 연구개

발의 목표 실현이

1. 시기

- 연구개발 종료 후 가

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실시

2. 목적

- 연구개발의 실시상

황, 연구개발성과, 파

급효과 등을 분명히 

하여, 향후 연구개발

성과의 전개와 사업

운 의 개선에 기여

3. 평가항목과 기준

 ① 연구개발프로젝

트의 목표달성 현황

 ② 사회적 공헌 등의 상

황과 장래전개의 가

능성

 ③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식견의 취

1. 시기

- 프로젝트기획조사 

종료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실시

2. 목적

- 프로젝트기획조사의 

목표달성 상황과 연

구개발프로젝트 제

안작성의 진척상황

을 분명히 하여, 사업

운 의 개선에 기여

3. 평가항목과 기준

① 프로젝트기회조사

의 목표달성 상황

②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제안작성 진척 상황

③ 상기 ①과②의 구체

적 기준은 평가자

가 RISTEX와 조정

에 의한 전문적 관점의 평가로, 목표달성, 학술적·기술적 공헌, 사회적 공헌, 

부차적 공헌, 성과의 사회에서의 활용·전개, 비용 비 효과의 비율, 실시주체와 

관리운 을 평가항목으로 하고 있다. ʻ책임성평가ʼ는 얻어진 연구개발 성과가 투입

된 자원(자금, 인력)에 하여 충분히 걸맞은 것인가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전체적 성과가 정책·행정 등에 반 된 정도, 그리고 

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의 현황 및 그 전망, 새로운 연구개발 

전망 획득에 한 공헌, 투입된 자원(자금, 인력)에 한 성과의 타당성 등이다.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RISTEX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RISTEX, 2012; 송위진 외, 2013).

<표 5> RISTEX 연구개발 과제평가체제의 개요(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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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관점에서 

평가자가 RISTEX

와 조정하여 결정

4. 평가자

- 역평가위원회가 

실시

5. 평가 절차

- 역평가위원회에

서 피평가자의 보고

와 의견교환 등에 의

해 평가를 실시

- 평가 실시 후, 피평

가자가 설명을 듣고 

의견을 말하는 기회

를 확보

라는 관점에서 평

가자가 RISTEX와 

조정하여 결정

4. 평가자

- 역평가위원회가 

실시

5. 평가 절차

- 평가자가 피평가자

의 보고, 피평가자

와의 의견교환 등에 

의해 평가를 실시

- 평가 실시 후, 피평

가자가 설명을 듣고 

의견을 말하는 기회

를 확보

득 등 연구개발성

과의 상황

④ 기타

⑤ 상기 ①, ②, ③의 

구체적 기준과 ④
에 관해서는, 연구

개발의 목표 실현

이라는 관점에서 

평가자가 RISTEX

와 조정하여 결정

4. 평가자

- 역평가위원회가 

실시

5. 평가 절차

- 평가자가 피평가자

의 보고, 피평가자

와의 의견교환 등에 

의해 평가를 실시

- 평가 실시 후, 피평

가자가 설명을 듣고 

의견을 말하는 기회

를 확보

하여 결정

4. 평가자

- 역총괄이 역총

괄보좌 및 역 어드

바이저의 협력을 얻

어 실시함

5. 평가 절차 

- 프로젝트기획조사

마다, 평가자가 피

평가자의 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평

가를 실시

- 평가 실시 후, 피평

가자가 설명을 듣고 

의견을 말하는 기회

를 확보

연구개발프로젝트

1. 시기

- 추적평가의 실시 시기는 따로 정함

2. 목적

- 연구개발 종료 후 일정기간을 경과한 후, 부차적 효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성과의 발전상

황과 활용상황 등을 분명히 하여, 사업과 사업운 의 개선 등에 기여

3. 평가항목과 기준

자료: RISTEX(2012).

<표 6> RISTEX 연구개발 과제평가체제의 개요(추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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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프로젝트

① 연구개발성과의 발전상황과 활용상황(특히,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한 공헌)

② 연구개발성과에 기인한, 과학기술적･사회적･경제적 효과･효용과 파급효과(특히 사회기

술연구개발의 진전에의 공헌)

③ 기타

④ 상기 ①과 ②의 구체적 기준과 ③에 관해서는, 평가자가 RISTEX와 조정하여 결정

4. 평가자

- 외부전문가가 실시

5. 평가 절차

- 연구개발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연구개발성과의 발전･활용상황, 참가연구자의 

활동상황에 관하여,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추적조사를 실시

- 추적조사결과 등을 토 로 평가 실시

- 평가는 연구개발 역으로서의 평가의 의미도 있음

구분
사례

시사점
핀란드 국 네덜란드 일본

평가 체계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파급 효과 

및 부가성 

분석

표준평가 프

로토콜에 따

른 각 평가 중 

80% 이상에 

사회적 향 

평가를 포함

하는 방식으

로 실시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

추적평가

- 사회적 파급효과에 

한 분석은 연구개

발 종료 후에 별도의 

평가(파급효과 분석, 

추적평가 등)를 통해 

추진될 수도 있고, 사

업 추진 과정 중에 실

시되는 각 평가에서 

검토될 수도 있음

자료: RISTEX(2012).

5) 주요 시사점

앞서 검토된 핀란드, 국, 네덜란드, 일본의 평가 사례에서 평가 관점 및 

방법, 항목 등에 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표 7> 주요국 평가 사례에서의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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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

시사점
핀란드 국 네덜란드 일본

평가 방법 - 동료평가 - 보상평가법

- 생산적 상호

작용

- 생산적 상호

작용

- 동료평가

- 책임성 평가

- 전문가의 판단에 근

거한 동료평가 뿐 아

니라, 개인들의 행

위변화로 파급효과

를 분석하는 보상평

가법도 활용될 수 있

음

생산적 상호작용을 

통한 평가에서는 사

업의 결과로 나타나

는 효과보다는 추진 

과정 중에 파악된 사

회적 향에 따라 사

업 추진 내용을 변화

시켜간다는 사고의 

전환에 주목할 필요

가 있음

평가 항목 사회 문제

해결 등에 

기여 하는 

무형의 효

과를 ʻ부가

성ʼ으로 정

의하고, 

1. 투입부

가성, 2. 행

동부가성, 

3. 산출 부

가성을 평

가

지식

미래 연구에의 

향

정책에의 향

행동에의 향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향

이해관계자

들과의 상호

작용 정도

연구결과가 

제도변화로 

귀결됐는지 

여부

연구결과의 

확산 노력 및 

결과

성과의 발전 

및 활용 상황

성과에 기인

한 과학기술

적, 경제적 효

과 및 효용과 

파급효과

- 사회적 파급효과 분

석을 위해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 정도

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평가 항목이 개

발될 수 있는데, 이 

중 사업의 결과가 정

책 및 제도를 변화시

킨 결과가 중요한 항

목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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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 평가 현황 및 과제

1) 연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 평가 현황

그동안 연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은 심층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정평가

에서 사업성과의 효과성 분석에 일부 포함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논문이나 

특허 건수 등 결과(output) 지표 위주의 정량적 분석이 주를 이루었던 평가에 

한 반성과 함께 성과의 질적 우수성 및 사업성과(outcome)·효과(impact)에 

한 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평가 뿐 아니라 자체·상위평가에서도 

질적 우수성을 측정하는 분석개념으로서의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ʼ13년 중간평가(舊자체·상위평가)에서는 계획, 추진체계, 결과 부문의 8개 

지표 중 하나인 ʻ결과 II 지표4)ʼ를 통해 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우수한가에 해 

평가 했다5). 사업성과의 우수성에 한 평가는 과학기술적 성과와 경제사회적 

성과로 나누어 배점하고 검토하 는데, 이중 경제사회적 성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통한 시장 창출, 경제적 수익창출, 고용창출 등 경제적 성과와 주요 

사회문제의 해결 등과 연관된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ʼ14년도에는 사업 성과의 

우수성6)에 하여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적 성과 등 5  핵심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권고하 다7). 

ʼ13년에 시범 실시된 추적평가에서는 자체평가를 통하여 사업수행결과, 성과활

용체계, 성과활용 결과 및 파급효과에 하여 분석·평가하고 이에 해 미래부에서 

메타평가 방식으로 상위평가를 실시하 다. 자체평가의 성과활용 파급효과에 해

서는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 파급효과에 해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하 으며, 분석항목은 사업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가중치를 

4) 총 100점 중 30점 배점(일반사업 기준)

5) ʼ13년 중간평가(舊자체·상위평가) 지침 기준

6) 총 100점 중 30점 배점(일반사업 기준)으로 전년도와 동일

7) ʼ14년 중간평가(舊자체·상위평가) 지침 기준



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가능성과 과제

73

두어 분석하도록 하 다. 

ʼ13년 추적평가 상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바이오그린21과 미래부의 

RFID/USN클러스트구축 사업이었다. 2013년 자체 추적평가보고서(2013)에 따르

면 기초연구개발 유형 사업인 바이오그린21사업은 논문 및 특허정보를 이용한 

정량분석, 산업 연관효과 등을 이용한 파급효과 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사용하

여 사업의 평가결과를 제시하 다.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 특허 등의 성과 

도출을 통해 농업문제 해결형 기술창출, 농생명 융합연구 기반확충, 한국 농생명 

과학기술 위상 제고, 농림자원 활용가치 증 , 농업기술의 수준에 한 인식 제고 

등을 파급효과로 분석하 다. 시설장비 유형의 사업인 RFID/USN클러스트구축사

업은 품질향상효과, 개발기반 단축효과, 지식수준 향상 기여도, RFID/USN사업 

활성화에 한 기여도, 제품 개발 촉진 및 시스템 안정성 향상 기여도를 지표로 

설정하여 경제적 파급효과에 해 분석하 다(농촌진흥청, 2013; 미래창조과학부, 

2013b). 

처음 시도된 평가 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8)의 성과관리 및 활용·확산

과 파급효과에 한 분석이 이루어졌던 것은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보고서 내용이 파급효과에 한 분석보다는 사업종료 시점까지의 

성과를 종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사업성과와 제시된 파급효과 간의 연계성에 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는 

것도 미흡했던 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해서 실제 사업을 수행했던 연구자나 

관리기관, 부처 등에서도 사업 종료 후 성과의 활용·확산에 의한 파급효과에 

하여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사업 종료 후 3~5년 후 

실시되는 추적평가의 시점이 파급효과 결과 - 특히 사회적 파급효과 - 를 분석하기

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된다. 

8) 상위평가에서 1. 평가계획의 적절성, 2. 평가수행이 적합성, 3. 평가결과도출 및 활용의 

적절성(3개 항목, 7개 평가지표) 관점에서 메타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 사업(총 2개 

사업) 모두 보통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아 적절로 판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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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의 파급효과 분석 등의 평가항목에 해 부처에서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했던 1̓3년도 시범실시와는 달리 1̓4년에는 추적평가의 본격 실시를 위하여 자체평가 

지표 및 상위평가 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자체평가의 항목은 성과관리, 

성과활용·확산,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부문으로 나뉘고 이에 해 6개의 세부 

지표가 제시되었다. 6개 지표 중 하나인 ʻ성과·파급효과IIʼ9)에서는 성과의 파급효

과 우수성에 해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확산의 

결과로 나타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게 된다. 기초, 응용·개발, 시설·장비 

등의 사업 특성에 따라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타 파급효과 

중 적합한 항목에 해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또한 

추적평가 시점에 파악하기 어려운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기 되는 파급효과

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이를 평가에 반 하도록 하 다. 

중간평가의 ʻ사업성과 우수성ʼ 및 추적평가의 ʻ성과의 파급효과 우수성ʼ 모두 

총점 100점 중 30점이 배점되어 있는 것은 성과 파급효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 분석의 방법이나 기준에 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듯 하다. 연구개발 활동은 연구의 성과 및 경제사회적 

향을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성적인 성질의 

것들이 부분이다(변순천 외, 2007). 따라서 연구개발 성과의 파급효과 분석 

및 평가에는 부분 단순 빈도분석이나 정성적인 방법이 사용 된다10). 

아래 표7은 부처별 성과분석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평가 지침, 공공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성 분석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지침 등을 정리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파급효과 분석요소 및 평가방법 현황을 보여준다. 

9) 총 100점 중 30점 배점

10) 선행연구들에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정량적 연구방법으로 자료포괄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서지분석법

(bibliometrics), 네트워크 접근법(network analysis), 비용편익분석법(cost-benefit 

analysis), 계량경제법 등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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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파급효과 분석요소 평가방법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논문(SCI, 일반, 학술발표)

- 특허(출원/등록), SW, 실용, 의장

등록

새로운 현상의 발견, 미해결 문제

의 해결, 새로운 이론 확립 등

해당 연구분야에의 기여, 관련 연

구와의 연계, 후속사업 추진 등

- 산출 양 및 시계열 분석

- 1억원당, 과제당 규모

- 조사표에 의한 비교분석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 평가

※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파급효과 분석에 가장 주를 이루는 역임

경제적

파급효과

- 기술이전(기술료, 건수/기관수) 

및 사업화 등을 통한 시장 창출

- 관련 매출액, 수출액, 수입 체액 등

제품개발 및 출시기간 단축

사업화를 위한 투자 유치 실적

- 부가가치 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 고용유발효과

- 과제별 성과조사 결과의 합

- 기 효과보다는 실현효과 중심의 

분석에 초점

- 거시경제성장모형 분석(연구개발

자본모형, 산업연관분석, 해독함

수접근법(기회가치), CVM, MAUT)

- 기술 거래가치 평가모형 분석(비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분석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파급효과 분석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유형이다. 새로운 현상의 발견, 새로운 이론 확립, 해당 연구 

분야에의 기여 등에 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인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논문이나 특허 등은 일반적으로 산출지표로 여겨지나, 후속 사업에 의해 이전 

연구의 결과가 활용되었을 경우 선행 연구의 파급효과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빈도분석이나 시계열 분석 등 정량적인 분석방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관련 매출액, 수출액, 수입 채액 등에 하여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유형으로, 관련 데이터 확보가 분석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된다. 

사회적 파급효과의 분석요소를 살펴본 결과, 사업내용별로 다양한 주제로 분석

될 수 있다는 특성상 객관화된 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정량적인 방법보다는 정성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표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요소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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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 기여도(GDP기여 등) 용, 시장, 소득접근법)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부처별 사업의 성과분석, 신사업

타당성평가 등 부분의 사업에서 활용되었으며, 매출액 위주로 분석됨

사회적

파급효과

주요 사회문제의 해결
- 설문에 의한 분석

-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 평가

※ 사업내용별로 다양한 주제로 분석될 수 있으며 지표를 객관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자료: 류 수 외(2013)에서 저자가 재구성

2) 연구개발사업 파급효과 분석의 과제

국내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에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의 개선을 위해서 

분석방법, 평가지표, 평가에 한 교육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도출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파급효과의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정성적 분석 방법에 한 신뢰성

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파급효과의 

분석 요소들은 부분 정성적인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성적 

분석에 있어서는 평가자의 전문성과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경우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 풀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경우 해당 

사업에 한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전문성을 갖춘 평가자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평가자의 

분석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장치에 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 및 네덜란드 사례에서 살펴본 보상평가법이나 생산적 상호작용 방법에서

의 ʻ이해관계자 의견 수렴ʼ과 같이 전문가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적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사업별로 다양한 주제로 분석될 수 있다는 

사회적 파급효과의 특성상 보편된 지표가 제시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파급효과의 분석 기준은 각 사업별로 목표했던 사회적 향이 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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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목표한 사회적 향의 달성여부가 사회적 파급효과의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 단계에 목표하는 사회적 향 부분에 한 

최 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목표 설정에 

한 점검에 있어 향후 파급효과에 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마일스톤에 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획보고서에 한 평가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요중심 평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앞서 논의한 파급효과 분석과 평가지

표 설정과정에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한 정성적인 분석 결과에 

한 낮은 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에 한 지침 개발, 

부처 및 연구자 상의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구개발 사업평가 

지침에 따르면 사업유형 및 특성에 따라 파급효과 분석의 관점과 내용을 달리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부분의 경우에 유형에 따라 과학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중 각 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분석 범위를 채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동일한 사회적 파급효과에 한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유형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초연구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해당 연구결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그 성과가 후속 사업에 이용되거나, 또는 

이후의 오랜 개발과정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후속 사업에 활용되

는 과학적, 학문적 파급효과에 한 분석항목에 집중하고 사회적 파급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 효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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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R&D예산의 효율적･효과

적 집행과 이에 한 적절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진화 등 변화하는 혁신 패러다임에 맞춰 연구개

발 행태에 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체계도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는 ʻ연구 유형과 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논문·특허 등 획일적 평가ʼ, ʻ질적 측면을 도외시한 양적 평가ʼ, 
ʻ평가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ʼ이 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매일경제, 

2012.2.8; 성지은·박인용, 2013). 또한 연구 목표의 도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달성 실패라는 결과에 해 엄격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성공가능성 위주의 

연구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연구개발의 범위 역시 개별 사업·기술·기관으로 한정

함으로써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국가과

학기술심의회, 2013.10.18).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에서 질적 중심의 성과 평가, 획일성을 넘어 사업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 통제나 관리의 수단이 아닌 의미있는 정보획득과 학습과정

으로의 평가관리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자체·상위·특정

평가에서의 질적 우수성 강화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한 평가 강조는 더욱 

의미가 있다. 다만 연구개발의 질적 우수성 평가 방법에 한 이해가 부족하고, 

특정 연구개발이 사회적 파급효과로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연구개발 사회적 파급효과 평가가 제 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 학습의 과정으로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가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성과평가는 상 적 비교나 감사의 측면이 강하다. 핀란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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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또는 연구 수행의 완성도에 

한 정보를 얻는 것과 동시에 성공과 실패의 요소를 찾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성지은·박인용, 2013) 당초 의도한 특정·추적평가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둘째, 사회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생태계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혁신체제는 산업혁신 생태계가 지배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 생태계는 취약한 상태에 있다(송위진·성지은, 2013). 맹아단계의 사회적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주체로서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혁신능력을 높이고, 출연연구소나 학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연구단위를 확 해야 한다(송위진 외, 2012). 또 리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유가치창출형(CSV)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전자신문, 2013.7.17).

셋째,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새로운 기획 및 평가방식이 필요하다. 사회적 

파급효과를 높이려면 정확한 문제 정의와 함께 관련 사회집단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 활동이 기술기획을 넘어 사회문제와 

기술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사회·기술기획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첨단·최고 

기술이 아니고 논문·특허가 적게 나올지라도 재난발생시 피해를 상당히 줄이는 

기술이라면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획과정에서의 ʻ사업별 

사회적 파급효과에 한 정의ʼ는 파급효과 분석 및 평가의 기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획·평가과정에서 과학기술자만이 아니라 수요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서 문제에 접한 당사자나 문제해결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조직, 시민단체, 비 리조직과 같은 주체가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과제 선정과 평가에 반 해야 한다(송위진 외, 2013).

넷째, 연구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순수과학 분야, 

공학 분야,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 비슷한 수준의 연구자와 사용자·/이
해당사자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기 하기는 어렵다. 연구 초기부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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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NGO 등 다양한 사용자/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 어떤 

연구는 연구자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연구결과가 나온 후에야 사용자·이해당사자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연구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도 사회적 

파급효과 평가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연구개발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제 정의-연구개발

-실용화-서비스 제공에 한 통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중요하다. 즉 

기술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시험 설비를 제공하거나 pilot 사업을 지원하는 등 

기술보급 및 실용화 단계에 한 지원도 함께 고려될 때 사회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송위진, 2012). 예를 들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농업연구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업 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급 확  타당성 

검토 및 시범· 실증사업이 확 될 필요가 있다. 친환경 농업기술이나 아직 완전히 

상업화되지 않은 첨단기술을 실험하는 실증사업을 통해 성공 여부 점검 및 기술의 

개선사항 도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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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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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ies and Challenges of Social-impact 

Analysis for R&D

Social-impact is getting more emphasized for the R&D program 

evaluation. Qualitative indicators such as ʻProductive-interactionsʼ and 
ʻSocial-impact of R&Dʼ have been included for the evaluation criteria in 

USA, UK and Netherlands. 

Recently, Korean government also realizes importance of the 

social-impact, so ʻFollow-up evalutionʼ is launched in order to evaluate 
not only technical-impact but also social-impact.

In this paper,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of social-impact analysis 

are reviewed. Furthermore, successful cases from the leading overseas 

countries are benchmarked to have policy implications.

Key Terms: R&D program evaluation, social-impact analysis,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