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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introduced its new Mission Oriented Evaluation Sys-

tem (MOES) for government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GSRI)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2013.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is the first

MOES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S&T) GSRI, that has research divisions focusing on geoscience and geo-

logical surveys, mineral resources extraction and utilization, petroleum extraction and marine mineral research, and

geological applied and environment research. In appling the final evaluation of MOES on KIGAM, we found diffi-

culty classifing the concepts of research excellence and risk (innovativeness) in guidelines of Research Evaluation

Indicators (REIs) of MSIP. We have develop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that can present research

excellence and risk (innovativeness) through the KIGAM World Class Laboratory (WCL) strategy and related stud-

ies, innov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guidelines of MSIP (2013a) and honorable R&D failure guidelines of

MSIP (2013b). We have applied our developed REIs in KIGAM which handles basic research, applied and devel-

opment research and public services. Therefore, our developed REIs can be effectively applied in every S&T GSRI.

Key words : Mission Oriented Evalu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

Evaluation Indicator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부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부처 직할 연구기관에 대해 임무중심형 평가를 도입

하였다. 지질학의 기초과학 연구에서 자원개발 ·활용의 응용 ·개발연구, 지질 ·환경 ·자원정보 제공 및 지질박물관 운

영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3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처음으로 임무중심형

평가를 도입한 기관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종합평가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임무중심

형 종합평가 지침(MSIP, 2015a)을 분석한 결과, 지침의 연구개발 성과 우수성 평가지표에서 질적 우수성과 도전성 ·혁

신성을 구분하는 세부 방법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임무중심형

종합평가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지표를 제시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세계수준연구

실 국제성 평가지표, 미래창조과학부의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가이드라인과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가

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질적우수성에서 양적 및 질적 평가지표, 목표도전성에서 연구개발 리스크 및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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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기초연구에서 응용 ·개발연구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서 적용되었으므로, 이후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전반에도 적용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연구개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성과지표

1. 서 론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부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구기관 및 부처 직할 연구기관에 대해 임무중심형 평

가를 도입하여 기관장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경영부문

과 연구부문의 성과목표를 포함한 경영성과계획서를 수

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구.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과

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부문의 목표에 대

해 2008-2009년의 2개년 성과목표기술서 및 2010-

2012년 3개년 성과목표기술서를 작성하여 기관평가 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었다. 현재 임무형 평가제도와 다

른 점은 성과목표기술서가 기관장의 경영목표와 연동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관 출연연구기관에서는 기관

장의 경영목표와 별도로 기관평가를 위한 성과목표기

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임무형 평가제도 도입에 따

라 기관평가에서 달성도 점검을 염두하고 기관장의 취

임 후 경영성과계획서를 즉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차

이점이다. 

지구과학 및 지질학 등의 기초과학 연구 뿐 만 아니

라 지질자원정보 제공 및 시험 ·분석, 지질박물관 운영

등의 공공 ·기반분야 연구를 포함하는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3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

기관 처음으로 기관평가와 연동한 경영성과계획서를 작

성한 기관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이전 성과목

표기술서의 작성 및 연구부문 2-3개년 기관평가, 경영

성과계획서를 수립한 경험으로, 2015년도 미래창조과

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기분야 출

연연구기관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지침 작성을 위한 태

스크 포스 팀(TFT)에 참가하여 평가지침의 적용가능

성 위주로 조언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기분야 출

연연구기관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지침(MSIP, 2015a)

발표 이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2016년도 국가과학

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종합평가 편람 작성 시에도

기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과학

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처음으로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지침을 적용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는 어려

움이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지침(MSIP, 2015a)의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 세부 방법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의 적용 경험을 통

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임무중심형 평가 제도

하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임무중심형 평가 제도

2.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평가 제도 및 평가지표

임무중심형 평가제도에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평

가는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이루

어 진다. 기관장 취임 후 경영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검토를 거친

후 수성된 경영성과계획서를 연구회의 이사회에 상정

하여 확정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성과목표와 성과

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하며, 미래창조과학부 또한 질적

평가지표 중심 등의 과학기술정책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침의 반영 여부를 점검하여 수정의견을 보낸다. 이때

소관 부처 및 연구회의 점검 내용으로 성과목표 ·지표

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측정 가능성과 도전성

을 점검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의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매뉴얼(MSIP, 2015b)에 제시되어 있으며, 한국지질자

원연구원의 경우도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의 양적, 질

적 특성을 반영한 정량목표에 대해서도 목표 수준을

점검받은 바 있다.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에서 출연연구기관의 기관

장 임기 중간에 경영성과계획서에 따른 경영실적만을

중간평가하며 일부 자율 경영부문과 연구부문의 경우

컨설팅을 실시한다. 그리고 기관장 임기 말에 경영성

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정도 및 기관의 경영 및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의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지침

(MSIP, 2015a)에서는 각 평가지표별 목표달성도와 함

께 전문가 정성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 정성평

가 시에 적용하는 지표는 질적 우수성, 달성과정의 적

절성, 도전성 ·혁신성이며 질적 우수성 판단 기준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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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미래선도형 성과의 질적 우수성 판단 기준

 ○ S등급 : 세계최초 또는 최고수준의 성과로, 새로운

분야를 개최하거나, 소관 분야의 문제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breakthrough형 지식 또는 기술

 ○ A등급 : 국내 학문/기술적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

킬 수 있는 지식 또는 기술

 ○ B등급 : 기존 지식 또는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결과로 학문/기술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 또는 기술

 ○ C등급 : 연구개발결과는 새롭지만 연구성과의 우

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학

문/기술발전에 기여하기 힘든 지식 또는 기술

 ○ D등급 : 기존 지식 또는 기술과 차별성이 없거나

답습한 수준의 지식 또는 기술

2) 목표 달성과정의 적절성 판단 기준

 ○ S등급 : 성과목표가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목표 달성과정이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될

만한 수준

 ○ A등급 : 성과목표가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며, 목표

달성과정이 효율적인 수준

 ○ B등급 : 성과목표의 대부분이 계획에 맞추어 이루

어졌으며, 목표 달성과정이 일반적인 수준

 ○ C등급 : 성과목표의 상당 부분이 계획과 어긋나게

추진되었으며, 일부 목표 달성과정이 일반적인 수준

 ○ D등급 : 성과목표가 계획과 달리 추진되었으며,

목표 달성과정이 미흡한 수준

3) 목표의 도전성 ·혁신성 판단 기준

 ○ S등급 : 성과목표의 도전성과 혁신성이 세계적 수

준 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정도

 ○ A등급 : 성과목표의 도전성과 혁신성이 기존 연구

단계를 뛰어넘는 정도

 ○ B등급 : 성과목표의 도전성과 혁신성이 기존 해당

분야 연구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정도

 ○ C등급 : 성과목표의 도전성과 혁신성이 기존 연구

수준인 정도

 ○ D등급 : 성과목표의 도전성과 혁신성이 기존 연

구수준 보다 후퇴된 수준

 *미래창조과학부의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임무중

심형 종합평가 지침(MSIP, 2015a)에서 발췌

S~D 등급의 정성평가 결과는 목표달성도 점수와 합

산된다. 따라서 목표달성도 평가 결과로 해당 목표를

100% 달성한 경우라도 정성평가 배점이 낮을 수 있으

며,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라도 도전성이 높은 목표인

경우 정성평가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2.2.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지표 분석

미래창조과학부의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임무중심

형 종합평가 지침(MSIP, 2015a)에서 전문가 정성평가

의 ‘달성과정의 적절성’의 경우는 명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따로 분석하지 않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서 2015년도 종합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시의 경험으로

는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과 목표 ·지표의 도전성 ·혁

신성을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이 어려웠다. 미래창조과

학부 지침(MSIP, 2015a)에서 질적 우수성은 국제적 수

준, 국내외 공인기관에 의한 평가 ·인증 결과, 정부 공

식 발표자료 및 외부 지적사항 등을 고려한다고 하였

다. 그리고 도전성 ·혁신성은 목표 ·지표가 세계적 수

준 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판

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침의 정의에 따른 목표 ·지

표의 도전성 ·혁신성의 제시를 위해서는 질적 우수성

으로 국제적 수준 등의 지표들이 쓰이게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연구개발 목표 ·지표의 도전성 ·혁

신성에 대해서는 고위험 연구개발 평가의 측면으로 따

로 분석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지침(MSIP, 2015a)의 기초 ·미래선

도형 연구사업의 성과 질적 우수성 판단을 위한 전문가

정성평가 등급별 수준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결과의 신

규성을 들 수 있다. OECD (2002)의 프라스카티 매뉴

얼(Frascati Manual, KISTEP, 2014)의 연구개발 조사

표준지침은 연구개발을 ‘지식의 집적 향상 또는 새로운

응용 고안을 위한 집적된 지식의 사용 증가를 목적으로

체계적 토대 위에서 수행하는 창조적 작업’ 으로 정의

하고 있다. 또한 제반 관련 활동들로부터 연구개발을

구분하는 기초적인 기준으로 상식적 수준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쉽게 제시할

수 없는 경우로 ‘괄목할 만큼 새로운 요소의 존재여부,

과학적 혹은 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책의 존재여

부’를 들고 있다. OECD (2002), KISTEP (2014)는

연구개발을 다른 과학기술 활동 및 산업 활동과 구별

하는 보조적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엇인가? (일반목적 자료수집

은 연구개발에서 제외)

○프로젝트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은 현상, 구조 또는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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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하고 있는가?

○지식 또는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응용하고 있는가?

○프로젝트가 현상 및 관계, 여러 조직이 관심을 갖

는 조작적 원리에 대한 새로운 (확대하거나 심화

하는)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

○연구의 결과가 특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되는가?

○어떤 연구진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가? (박사

급 연구원)

○어떤 방법이 가용되고 있는가?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가?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나 성과가 얼마나 일반적일 수

있는가?

○프로젝트가 여타 과학기술 활동 또는 산업 활동으

로 분류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가?

* KISTEP (2014)에서 OECD (2002)를 참고하여

일부 수정

OECD (2002), KISTEP (2014)에서는 1) 새롭고 혁

신적인 것, 2)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은 현상 ·구조 ·관

계, 3) 지식 또는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응용, 4) 조

작적 원리에 대한 새로운 (확대하거나 심화하는) 이해

를 연구개발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OECD (2002),

KISTEP (2014)에서는 특허 등록을 연구개발의 보조적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허 등록 시 신규성은 필

수 조건이다. 또한 OECD (2002)에서 연구개발의 특

징으로 논문 게재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논문 게재 신

청 시에도 다른 출판물에서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내

용이어야 한다. 실제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현장점검 시,

연구개발 수행 결과의 확인 뿐 만 아니라 해당 연구개

발 수행 내용에 대한 논문 게재 및 특허 등록 실적을

확인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지침(MSIP, 2015a)에서 S등급의 기

준으로 세계최초 또는 최고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

순히 연구개발의 신규성으로만 해석하기 힘든 것으로

세계수준과 비교한 연구개발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표달성도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에서 ‘선

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표준 성과지표에 제시되어 있

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2013년도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과학기술 기획 및

정책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가 설문조사 등의 방

법을 제외하고, 기관 차원에서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에 대한 목표 설정 및 달성 증빙을 위해서는 해당 기

술의 특징(Spec.)이나 논문, 특허 등의 다른 지표를 활

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성평가 지표에서 연

구개발의 세계최초 또는 최고수준에 대한 증명을 요구

하여 해당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많은

정부출연연구원이 세계수준의 연구기관(World Class

Institute, WCI)을 위한 기관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세계수준의 연구기관 도약

을 위한 비전 및 세계수준의 연구개발 집단(World

Class Laboratory, WCL) 육성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지표로 논문, 특허 등의 신규성을 기반으로 한 연

구개발 결과물을 포함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성과 제시

를 위한 평가지표에 대해 분석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지침(MSIP, 2015a)의 질적 우수성

판단기준은 기초 ·미래선도형을 대상으로 제시되었지만

공공 ·인프라형 및 산업화형의 연구개발의 경우도 연

구개발의 특성 상 논문 및 특허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

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의 임무형에 대한 구분

없이 적용한다. 또한 연구기관, 연구원(개인), 연구사업

등 대상에 따른 평가지표 연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세계수준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연

구사업의 우수성을 제시하는 평가지표 등을 포함하여

연구기관과 연구사업 평가지표를 혼재하여 사용한다.

3. 임무중심형 종합평가의 연구개발 성과 우

수성 평가지표 개발

3.1.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지표 개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출연연구기관 임무중심형 종

합평가의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논문, 특허 등의 신규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분석과 세계수준의 연구성과 제시를 위

한 평가지표에 대해 분석한다. 세계수준의 연구성과 제

시를 위한 평가지표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원의 세계수준 연구기관 전략을 분석한다.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연구재

단에서 세계수준의 연구센터 사업이 실시되어, 2009년

세계수준의 연구센터 시범선정과 함께 2011년 한국과

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센터 등을 세계수준의 연구

센터로 선정한 바 있다. 세계수준 연구기관 전략의 기

원은 COE(center of excellence)에서 찾을 수 있다.

Moore and Birkinshaw (1998)와 같이 1990년대에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교류가 우수한 전문가 집

단(center of excellence)의 육성 전략이 제시되기도



임무중심형 종합평가에서 지질자원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우수성 평가지표 연구 329

하였다. Sorensen et al. (2015)의 정리와 같이,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의 2000년 리스본 전략 중

의 하나로 우수 전문가 집단(center of excellence)

육성전략이 제시된 바 있다(European Council, 2000).

Tijssen (2003)에서 연구 수월성(research excellence)

에 대한 스코어보드라는 종합적 요약표 시스템

(systemic summary table)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

으며, Vertesy and Taratola (2012)는 41개 EU 국가

를 대상으로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여 연구 수월성

(research excellence)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Vertesy

and Taratola (2012)가 제시한 해당 지표는 1) 고인용

출판물(논문) 비중, 2) 상위 평가 대학 비중, 3) 특정

연구수탁 비중, 4) 국제 공저자 출판물 비중, 5) 활용

특허 숫자, 6) 산업 연계 공저자 출판물 숫자이다.

세계수준 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개

념에서도 연구개발의 우수성을 고려한 것을 찾을 수

있다. Altbach (2004)는 세계수준 대학이라면 연구에서

도 수월성(excellence in research)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연구 수월성을 보일 수 있는 지표로 우

수한 교수진, 기관경영, 재원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연구로 Filippo et al. (2015)에서 스페인에서 대학 연

합을 통해 세계수준 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이 2008년도부

터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 추진된 바 있다.

Cho et al. (2010)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

업 선정을 위해 상위 10% 저널 게재 논문수, 인당/편

당 피인용회수, 편집위원 참여실적, 특허등록실적, 연

구비 수주실적을 제시한 바 있다. Choi (2010)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평가에서 각 분야별 펠로우십

(fellowship) 획득 여부, 유명 학술지 편집위원(editor)

로 참여한 경력의 중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2003년 기관평가에서 자율적

특성화 평가지표 제시 이후 2008년, 2010년 성과목표

기술서로 연구사업 평가를 위해 산출, 결과, 효과

(output, outcome, impact)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때

총 국내외 논문 및 SCI 논문 건수,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 특허출원/등록건수 등의 연구산출물 관련

지표와 함께 기술수준향상도, 국가기술경쟁력 제고 지

표를 제시하였다. 연구산출물 관련 지표는 단순히 논

문 및 특허 건수 등의 정량목표를 제시하는 수준이었

으며 기술수준향상도, 국가기술경쟁력 제고 지표는 정

량화 목표를 제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2013

년에 새로운 임무중심형 평가 제도 도입으로 해당 지

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2014)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다시 설정한 바 있다. 이때 논문의 경우 Heo

et al. (2008)이 제시한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

수(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Modified

rnIF, mrnIF)를 적용하여 상위 20% 수준의 논문 목표

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특허의 경우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의 등급 지표를 적용하였

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술적 성과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지표는 이용하지 않았으며, 개발기술 성능목

표 달성도로 해당 기술의 특징(Spec.)이나 기술개발단

계(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를 적용하였다.

Ahn (2012)은 2011년 구.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

출연연구원의 세계수준 연구실 육성을 위한 전략을 분

석한 바 있다. 세계일류 연구개발 집단의 선정에서 논

문, 특허, 기술료 등 연구성과물로 선정 기준을 제시한

연구기관이 있는 반면 연구목적의 적절성, 기술 선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의 연구성과물 외 전략적인 지표

만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Lee (2013)과 같이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기존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세

계수준 연구실 후보실에 대해 국외전문가 평가를 2013

년 시행하였으며 SCI논문 및 특허 등의 연구개발 결과

물에 대한 평가 외에 질적 연구수준 평가를 실시(2013

년 7월) 하였다. 질적 평가를 고려한 국외전문가의 평

가항목은 1) 평가 대상 실/팀 보유기술의 국가/기관 발전

에 대한 공헌 및 기여 가능성, 2) 연구성과물 실적(논

문, 특허, 기술료) 및 그 외 자료의 국제성, 3) 평가

대상 연구실/팀 보유 기술수준(A : 세계최고수준, B :

세계일류(Top 5 국가) 수준, C : 국제 수준(Top 10

국가), D : 국제 수준(Top 10 국가)에 미흡)이었다.

이러한 A등급에서 D등급까지의 기술수준에 대한 정의

는 미래창조과학부(2015)의 기초 ·미래선도형 성과 질

적 우수성 판단 기준과 차이가 있지만, 상위 1, 2등급

의 정의는 비슷할 것으로 보여진다.

Lee (2012)은 기존 연구내용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

부 면담조사로 세계수준 연구실 선정평가 지표를 제시하

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부 대상 설문조사 통해 해당

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세계수준

연구실 지표에 대한 적절성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해당 연구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부적합 응답 3.6%)

2)지배적인 SCI급 국제 논문점유율 (부적합 응답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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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배적인 국제 특허점유율 (부적합 응답 8.9%)

4)대규모 기술수출 (부적합 응답 12.5%) 

5)국제 유상 기술자문 수행 (부적합 응답 12.5%)

6)외국/국제 수탁연구 수행(계약액) (부적합 응답

14.3%)

7)국제경쟁에서 세계적 기관과의 경쟁 성과 (부적합

응답 14.3%)

8)해당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 확보 (부적

합 응답 19.6%)

9)세계적 연구거점으로 국제 교류 및 연구자 유동성

활발 (부적합 응답 16.1%)

10)세계적 연구시설 ·장비 확보 등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부적합 응답 26.8%)

* 출처 : Lee (2012)

2012년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세계수준 연구실 선

정평가 시 해당 연구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논문

(높은 피인용지수 논문) 게재 실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세계적 연구시설 ·장비 확

보 항목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선정평가 시행 후 국제

학술지 에디터 실적 및 최고수준 연구자로 인한 교육

훈련 등은 세계적 연구거점으로 국제 교류 및 연구자

유동성 활발 지표와 중복되어 해당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 확보 항목을 삭제하였다. 이후 2015년

12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종합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을 위해 세계수준 연구실 선정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

과의 질적 우수성’ 지표를 제시하였다. 1) 해당 연구분

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논문(높은 피인용지수 논문)

게재 실적, 2) 지배적인 SCI급 국제 논문점유율, 3)

지배적인 국제 특허점유율, 7) 국제경쟁에서 세계적 기

관과의 경쟁 성과 지표는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4) 대

규모 기술수출, 5) 국제 유상 기술자문 수행은 ‘국외

기술이전, 국외 유/무상 기술자문’으로 완화하여 제시

하였다. 이는 높은 피인용지수 논문의 질적 지표와

SCI논문/특허 점유율, 국외 기술이전/자문 등의 양적 지

표가 섞여 있으며, 국외 기관과 직접 비교한 실적을

제시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세계수준 연구실 선정 평가지표에서 나머지 6) 외국

/국제 수탁연구 수행, 9) 세계적 연구거점으로 국제 교

류 및 연구자 유동성 활발 지표는 달성과정 적절성 지

표로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8) 해당 분야의 세계 최

고 수준의 연구자 확보, 10) 세계적 연구시설 ·장비 확

보 등은 제시한 성과지표 외의 기타 성과로 제시하게

하였다.

3.2. 고위험 연구개발 평가지표 개발

앞서 제시한 OECD (2002)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

와 기준과 같이 창조적 작업인 연구개발에는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도출해야 하므로, Raz et al. (2002),

Wang (2010)과 같이 연구개발에 대한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국내의 연

구개발의 실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협동의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도전성 강화방안(IGO, 2012)에서 국가

R&D의 높은 성공률을 지적한 바 있으며, Kim (2014)

또한 미국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혁신 성공률이 1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R&D 성공률이 2008년

93%, 2012년 94%이며 국가 R&D의 경우 2011년 성

공률이 98%임을 제시하였다. 관계부처협동의 국가 연

구개발 사업 도전성 강화방안(IGO, 2012)에서는 구.지

식경제부 2010년 97%, 중소기업청 2008년 92.9%의

국가 R&D 성공률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

목표를 세워 연구과제를 신청하고 온정적으로 평가하

는 행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미래창조

과학부의 가이드라인(MSIP, 2013b)은 추격형(Fast

Foll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로의 패러

다임 전환을 위해 국가 R&D의 도전성을 강화할 필요

를 제시하고 도전적 R&D의 개념 및 적용범위, 운영방

식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관계부처협동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도전성 강화방

안(IGO, 2012)의 도전적 R&D는 세계 최초 또는 세

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혁신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연구개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도전적 R&D의 적용범

위를 국가 R&D 중 혁신도약형 R&D 사업으로 지정

한 사업으로 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가이드라인(MSIP, 2013b)에서 혁신도

약형 R&D 사업은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 창의적

연구과제로 정의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가이

드라인(MSIP, 2013b)에서 연구과제의 도전성 평가 지

표로는 1) 해당 연구의 과학적, 기술적 난이도 및 해

결 방법, 2) 연구 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 수준 향상

정도, 3) 부분 성공 또는 실패할 경우 해당 분야 및

연구자에 대한 긍정적 효과, 4) 연구결과의 사회적 문

제해결에 기여도, 5) 연구결과의 해당 분야 연구 범위

확장을 제시하였다. 앞서 도전적 R&D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혁신적 도약의 개념을 연구사회에 대한

긍정적 효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 등의 연구개발

의 시도로 인한 효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임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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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에서는 기관장 임기 3년 동안의 연구성과를

평가하므로 그 이전의 연구결과로 인한 효과나 현재

연구수행 이후에 발생할 효과를 계량화하여 제시하기

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개발의 효과 부

분은 ‘목표의 도전성 ·혁신성’ 지표로 제시하기 곤란하

다. 또한 ‘과학적, 기술적 난이도’의 경우 계량화하기

힘든 지표로 임무형 종합평가에서 ‘목표의 도전성 ·혁

신성’ 평가지표로 제시하기 어려웠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가이드라인(MSIP, 2013b)에서 혁

신도약형 R&D 사업의 선정 시 창의성 평가 지표는 ‘기

존의 연구와 비교한 혁신성 및 접근방법의 신규성’으

로 보았으며, 사업평가에 대한 지표로 혁신적 연구성

과의 도출여부, 사업운영의 유연성, 성실수행 및 재도

전 이행도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혁신적 연구성과 평

가의 주요내용으로 대표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제

시하여 해당 평가지표로 기술가치 평가액, 수입대체액

/국산화율, 논문게재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로 제시하였

다. 이는 현재 임무형 평가에서 연구의 혁신성과 질적

우수성을 구분한 것과 차이가 있어 적용하기 어려웠다.

기존에 제시한 도전적 R&D, 혁신도약형 R&D의 개

념은 연구의 고위험성 뿐만 아니라, Lee el al.

(2013)의 평가지표 구분 기준과 같이 과학적 진보성,

문제의 중요성 또한 담고 있다. 과학적 진보성은 앞서

질적 우수성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연구개발이 가져야

할 특징인 신규성으로 볼 수 있다. 문제의 중요성은

연구개발이 실패한 경우 중점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이미 성과목표로 설정 시 전반적으로 고려된 내용으로

성공한 연구개발의 경우 도전성 ·혁신성의 지표로 제

시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의 고위험성을

제시하는 것이 해당 지표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Cho (2013)는 고위험 R&D의 개념을 제시하여, 도전

적이고 모험적이며, 위험도는 높지만 창조적이고 급진

적이며 기존의 연구방법 및 체계에 국한되지 않는 혁

신적인 R&D로 제시한 바 있다. Cho (2013)의 경우,

연구개발의 고위험성을 ‘현재 국내 기술의 상대수준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기간 등을 고려한 기술개발 역량’

으로 제시하여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와 달리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MSIP, 2013a)에서 제시한 미

국암연구소(NCI)의 사례를 보면 1) 연구방법 적절성

평가지표로 해당 분야 새로운 개념, 접근법, 연구방법,

도구, 기술 사용 여부, 2) 연구결과 우수성 평가지표로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 그 분야 진보를 위해 혁신적

가설이나 결정적 장애물 도출을 제시하여 성실수행 평

가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국암연구소(NCI)의

성실수행 지표를 ‘목표의 도전성 ·혁신성’ 평가지표로

제시하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가이드라인(MSIP, 2013a)

의 연구목표의 도전성과 외부요인으로 인한 목표달성

실패 지표 또한 제시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가

이드라인(MSIP, 2013a)는 연구과정의 성실성 평가지표

로 당초 연구목표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도전적으로 설

정되어 실패의 가능성이 있고, 시장의 미성숙/환경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성/정부정책 변화 등 외적인 요인의

존재를 제시하고 있다. 임무형 종합평가에서 ‘목표의 도

전성 ·혁신성’ 평가지표로 앞서 제시한 ‘당초 연구목표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실패의 가능성

이 있었음’의 경우 적절한 지표이며 외부요인으로 인한

목표달성 실패의 경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연구인

력 및 장비, 인프라, 관련 법 ·제도 등이 요구되어 환

경적 어려움이 있었음’으로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연구개발 성과 우수성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앞서 2장의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지표 분석’

에서 연구개발 목표 ·지표의 도전성 ·혁신성에 대해서

는 고위험 연구개발 평가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OECD (2002)의 연구개발 조사 표준지침

으로 연구결과의 신규성, 세계적 수준과 비교한 연구

개발 수준이 필요한 것을 도출하였으며,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의 세계수준의 연구기관 전략을 분석할 것을 제

시한 바 있다. 3장에서 세계수준 연구기관/대학 및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지질

자원연구원의 세계수준 연구실 선정평가 지표의 일부

를 임무형 종합평가의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우수성’

항목으로 적용하였다. ‘고위험 연구개발 평가지표 개발’

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도전성 강화방안,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가

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가이드라인(MSIP, 2013b)의 연구과제

도전성 평가 지표 및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

한 가이드라인의 미국암연구소(NCI)의 사례를 활용하

여 임무형 종합평가에서 ‘목표의 도전성 ·혁신성’ 평가

지표로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전문가

정성평가를 위한 질적 우수성과 도전성 ·혁신성에 대

한 평가지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질적 우수성에 대한 평가지표

 ○해당 연구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논문(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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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지수 논문) 게재 실적

 ○지배적인 SCI급 국제 논문점유율

 ○지배적인 국제 특허점유율

 ○국외 기술이전, 국외 유/무상 기술자문

 ○국제경쟁에서 세계적 기관과의 경쟁 성과

2) 도전성 ·혁신성에 대한 평가지표

 ○당초 연구목표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실패의 가능성이 있었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연구인력 및 장비, 인프

라, 관련 법 ·제도 등이 요구되어 환경적 어려움

이 있었음

 ○해당 분야 새로운 개념, 접근법, 연구방법, 도구,

기술 사용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 그 분야 진보를 위해 혁신

적 가설이나 결정적 장애물 도출

실제 2015년 임무형 종합평가에서 해당 지표를 적

용한 결과, 목표도전성 지표나 질적 우수성의 단순 정

량, 정성 실적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가 직접 작성가

능하나 질적 우수성 지표의 SCI 논문 및 특허점유율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직접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어려웠

다. 해당 연구책임자가 논문, 특허 동향조사는 실시하

고 있었으나, 해당 평가기간 내에 다른 지표에 대한

기술에 집중하여 논문, 특허의 점유율을 제시하려는 여

력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높은 논문, 특허 점유율이 예

상되는 과제의 경우 정책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생산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결과에서 NSC(Nature, Science, Cell)로

제시되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는 평

가자가 해당 과제의 우수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다.

‘목표의 도전성 ·혁신성’ 평가지표로 당초 연구목표

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실패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항목의 경우 종

합평가의 정성평가를 위한 자료로 적절하게 사용되었

다. ‘목표의 도전성 ·혁신성’ 지표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연구인력 및 장비, 인프라, 관련 법 ·제도 등

이 요구되어 환경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항목은 아직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많은 경영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들은 주요사업이나 이미 확보한 수탁사업을 대

상으로 작성되어, 이 항목은 이후 실용화 단계 연구사

업이나 새로운 수탁사업을 위한 지표로 사용가능할 것

으로 보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세계수준 연구실

선정 평가지표에서 ‘성과의 질적 우수성’ 지표로 사용

하지 않고 ‘달성과정 적절성’ 지표로 제시했던 외국/국

제 수탁연구 수행이나 세계적 연구거점으로 국제 교류

및 연구자 유동성 활발 지표는 국제성이 활발한 일부

연구사업에서 사용되어 정성평가를 위한 특이 사항으

로 실적보고서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제시한 성과지표

외의 기타 성과로 제시한 해당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 확보, 세계적 연구시설 ·장비 확보 등은 실적보

고서의 분량 제한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4. 결 론

임무형 평가제도에서는 기관장의 경영성과계획서 작

성 시 표준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질적 지표를 중심으

로 평가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성과목표

별 평가지표가 영향력 지수를 고려한 논문, 특허 등급

을 고려한 특허, 기술이전 등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기관장 임기 종료 이전의 종합평가에서는 이러한 성과

목표별 평가지표의 목표달성도 평가와 함께 정성평가

를 실시하여, 해당 목표를 달성한 경우라도 목표치를

점검하여 도전성이 부족한 경우 전체 배점을 주지 않

으며,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라도 도전성이 높은 목표

인 경우 일정 점수를 주게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의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지침

(MSIP, 2015a)은 정성평가의 질적 우수성 지표를 연구

개발 내용의 신규성 및 학문/기술발전 효과로 5등급으

로 구분하고 있으며, 목표의 도전성 ·혁신성의 경우 또

한 ‘기존 해당분야 연구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

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5등급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지표를 중심으로 분

석하며, 연구개발 목표 ·지표의 도전성 ·혁신성에 대해

서는 고위험 연구개발 성과 평가의 측면으로 따로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질적 우수성에서 양적 및 질적 연

구성과물을 통한 평가지표, 목표도전성에서 연구개발

리스크 및 혁신성(연구방법/결과)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대상으로 개발한 평가지표

지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기초연구에서 응용 ·개발

연구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해당

지표는 임무중심형 평가를 받는 타 과학기술 출연연구

기관에도 적용가능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매뉴얼(MSIP,

2015b)에는 경영성과계획서의 부처 ·연구회 점검 내용

으로 ‘세계적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 및 목표

설정’이 제시되어 있다. 연구부문의 정성평가 시 목표

의 도전성 ·혁신성의 S등급이 세계적 수준이며 기

초 ·미래선도형 성과 질적 우수성의 S등급 또한 세계



임무중심형 종합평가에서 지질자원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우수성 평가지표 연구 333

최초 또는 최고수준이다. 출연연구기관의 세계적 수준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과

학기술 연구자의 경우도 단순히 연구개발 성능목표 달

성 뿐 만 아니라 외부 인정을 위한 논문 발표 등 대

외노력이 필요하다. 종합평가의 현장평가 시, 평가자는

단순히 연구보고서로 발간한 연구결과보다는 우수 논

문, 국내외 특허, 기술이전(활용)으로 인정받은 결과를

살펴보길 원하고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정

책 기관 또한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

한 지속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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