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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발 과 산업기반 조성에 추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 인 수 의 기술역

량 확보는 필수 이다. R&D 탁월성에 기반을 둔 기술역량 강화를 목 으로 국가R&D시스템의 요한 R&D주체인 

출연(연)을 상으로 우수기술 혹은 우수조직 황을 살펴보는 탐색연구를 실시하 다. 출연(연) 사례를 통하는 

개념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 확보를 들 수 있으며, 세계 최고에 한 측정기 은 분야 특성상 다를 수 있으나 해당분

야에서 최고의 기술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로벌 선도기술, 기 과제, 세계  신기술, World Class 

Laboratory 제도, 로벌 수월성 연구그룹 등의 사례에서 일 되게 찰된다. R&D주체들의 기술역량 강화를 해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조직의 기술역량 발굴이 지속 으로 필요하며, 기술역량 발굴노

력을 연구사업,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형태로 구체화 시키고, 세계 최고임을 인정하는 조직 내부의 공감  형성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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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 uncertain environments it is necessary for world-class technological capacity to obtain 

for making the important role in a national development and industrial infrastructure. For strengthening 

technological capacity based on R&D excellence we have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ases of excellent 

technology and excellent organization of public R&D institutes. What consistently revealed in the whole 

cases of public R&D institutes is to obtain the technological capacity in the world-class level and we could 

verify it in the cases of global leading technology, flagship project, world innovative technology, world 

class laboratory, global top group and so on. For enhancing the technological capacity of R&D objects we 

could consider prospecting sustainedly for the technological capacity of the organizations in order to appear 

the excellent technological performance, industrializing it as a R&D program or a new growth engine, and 

forming the organizational consensus of recognizing its technology or organization they selected as the 

world-class level.

• Key Words : Technology Capacity, Excellent Technology, Excellent Organization, National R&D system, 

Public R&D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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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의 시트, 유엔의 지속가능발 목표, 리기후

약, 4차 산업 명 등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변

화가 동시다발 으로 발생하며 그 향은  세계로 확

산되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 은 국 시트로 인

해 신흥개도국에는 그 향이 미미하나 유럽국가에는 부

정 인 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세계경제 성장 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로벌 경제의 

성장 험을 경고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경

제경 연구센터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2015년 세계 11

에서 2030년 7 까지 상승하고 한국경제의 기술의존도

는 높아질 것이라고 측하 다[2]. 하지만 국제경 개발

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은 지난 ’11년 이

후 61개국  22 에서 지속 으로 하락하여 29 로 나

타났다[3]. 과학인 라 한 지난 ’12년 5 에서 ’16년 8

로, 그  과학연구 수 이 국제 인 기 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순  한 ’12년 21 에서 ’16년 34 로 하락하

다. 단 정부효율성이 유일하게 개선되어 이를 “경제

신 3개년 계획(’14)” 추진, 재정·공공부문 개 성과에 따

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15년 국가재정 략회의의 재정

개 의 일환인 정부 R&D 신이 포함된다. 지식산업, 4

차 산업 명과 같이 기술지식이 경제성장의 요 역할을 

수행하고 IT 심의 융복합 기술이 경제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불확실한 환경을 극 타개하고 국 경제

경 연구센터가 측한 높은 기술의존도를 자체 해결하

기 해 기술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술역량 확보‧제공할 주체는 국가R&D시

스템 하의 출연(연), 학, 기업과 같은 R&D주체를 들 수 

있다. 특히 공공R&D부문에서의 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

기 (이하 출연(연))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으나 타 R&D

주체의 역량 향상과 함께 출연(연) 역할에 한 지 이 

있어왔다. 지난 50여 년 동안 출연(연)은 구조 인 개편

과 제도 변화를 통해 신환경 변화에 응해 왔으나 

학과 기업 등의 연구역량의 개선과 R&D활동의 활성화

에 응해 역동 으로 역할과 성과를 창출해 나가지 못

함으로써 출연(연)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신성과도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4]. 따라서 그에 한 해결책으

로 기존 연구에서는 출연(연)의 미래발 방향으로 세계

인 수 의 연구역량 혹은 세계 인 탁월성을 확보하고 

특정분야에서 로벌 연구를 리드하는 문집단으로서

의 발 필요성을 지 했다[4,5]. 즉 출연(연)이 R&D주체

로서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해 국가가 부여한 R&D

임무에 기반을 둔 R&D 탁월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R&D 탁월성을 나타내는 자산으로 우수한 기술

일수도 혹은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일 수도 

있으며, 해당 역량은 조직이 보유한 기존의 기술역량이 

아닌 핵심역량으로 육성가능하다. 여기서 우수의 기 은 

국내에서의 우수보다는 세계 으로 우수한 개념을 용

해야 하며, 핵심역량은 R&D주체가 가지는 자산  다양

한 활동으로 연계 가능한 기반능력으로 경쟁자와 비교하

여 차별 인 수 이어야 한다. R&D 탁월성을 확인하기 

해 분야별 기술수 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재기

 세계 최고 수 의 기술명세, 기술보유 국가  기  

등을 확인할 수 있나 세계 최고 수 의 기술역량을 확보

하기 한 방안을 탐색하는데 하지 않다. 

과학기술출연(연)의 기술개발을 한 R&D 탁월성과 

련된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국 국립자연과학연구원

인 국과학원은 ’14년 국제연구분야에서의 기술 향력 

확보 일환으로 양자정보  양자과학기술 런티어 신

센터 등 세계 인 수 의 신센터 5개 설립  ’20년까

지 신센터 수를 체의 30%까지 확 할 계획을 발표

하 다. 참고로 신센터는 국내 최고  국제 인 경

쟁력, 국제 향력을 보유한 인재, 세계 인 연구성과, 

R&D환경 보유 유무로 선정되었다. 그 외 일본은 학육

성 로그램으로 학내 특정 연구센터 혹은 연구그룹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정부 로그램인 세계 최고 수  연구

거  로그램을 운 한 바 있다. R&D 탁월성의 기술역

량은 세계 최고 기술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 의 기술

역량을 갖춘 조직을 확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R&D시스템의 주

요 주체인 과학기술출연(연)을 상으로 우수기술 혹은 

우수조직 구축 황을 살펴보는 탐색연구를 실시하고 

R&D 탁월성 기반 기술역량 강화를 한 시사 을 도출

하고자 한다.

2. R&D 탁월성으로서의 우수기술 및 
우수조직

R&D 탁월성을 확보‧발 시키기 해 기술 자체와 기

술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에 해 창조 인 괴를 주도하

는 신 개념 하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은 제도 

혹은 행이라 일컫는 역할의 패턴을 변경하는 활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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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활동으로부터 벗어나 새롭다고 여길 때 신 이라

고 말한다[6]. 기술 신은 기술변화, 기술발  등으로 연

계되며, Kimberly와 Evanisko(1981)의 연구에서는 다양

한 기술지식(Specialization), 조직내 기능차별화(Functional 

differentiation)가 기술 신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 다[7]. 조직 신은 변화하는 조직에 있어서 새로

운 아이디어를 채택하거나 새로운 행 를 수용하는 것을 

말하며, 내외부 환경변화에 응하여 조직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조직성과 혹은 조직효과성 향상에 향을 

다[8]. 조직 신은 한 신을 받아드리는 조직이 새롭

다고 느낄 경우 신에 해당되며, 기술, 로세스, 제품, 

서비스, 조직구조‧ 리시스템  계획‧ 로그램과 같은 

경 차, 종업원, 고객, 이해 계자를 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8,9,10]. 조직 신에 한 정요인으로 

Damanpour(1991)의 연구에서는 기술지식자원(Technical 

knowledge resources), 문화된 지식(Specialization), 

재 상태를 뛰어넘는 범조직 차원의 역량, 자신감 혹은 헌

신(Professionalism) 등의 확보를 꼽았다[8]. 특히 이혜

(2006)의 연구에서는 공공기  조직 신(특허청과 특허

심 원 사례)에서 신기업가의 다양한 신확산노력(

신분 기 조성, 목표 설정  신네트워크 형성), 신추

진체제 확립, 차별 인 인센티   보상체계가 신성

공의 요요인임을 지 하고, 비교  자율성이 높은 공

공기 (특허청 사례)은 진 인 안 탐색과 합의 형성

이 주효했음을 제시하 다[6]. 

우수조직의 설계 혹은 조직화는 우수기술의 선정  

개발에 따른 후속조치로도 볼 수 있으며, 선정과 조직화

에 있어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다. 우수조직 설계방안으

로 한정된 기간 동안 운 하는 일몰형 임시조직화 혹은 

정규조직화가 있으며, 이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상으로도 볼 수 있다. 자기조직화는 환경과 상호작용하

면서 스스로의 구조를 바꾸는 시스템 특성을 의미하는 

포 인 용어로, 자기조직화의 핵심 인 특징은 스스로

의 메커니즘에 의존해서 스스로를 바꾸어나가는 것이다

[11]. 즉 조직의 핵심가치와 규범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흡수하는 선순환 인 지식구조를 확보

한다면 세계 인 수 의 기술역량 획득기간을 단축하고 

학습 가능한 조직문화를 체득할 수 있다. 특히 핵심역량 

확보방법으로 기존 조직/ 업과 별도로 로젝트 을 구

성하여 특정 역량을 집  육성할 수 있어[12], 기술 신

을 통해 확보된 역량이 조직의 핵심역량으로 발 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수기술의 발굴  우수조직의 설계‧조직화는 기술

역 혹은 조직의 확 ‧다각화를 도모하여 조직내 자원

의 종류와 양을 확 시킨다. 자원이 풍부한 조직일수록 

조직은 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험부담을 흡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이런 조직에서 신이 보다 

잘 발생하고[10], 특정 략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환

경변화에 맞춰 경쟁자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여건

을 제공해  있다[13]. 지식기반이론 에서 다각화된 

사업구조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자원을 제공하고, 기술

신을 한 자원의 재결합이 시장거래보다는 조직내부에

서 효율 으로 이루어진다면 다각화된 사업구조를 가진 

기업은 기술 신 는 지식창출 측면에서 우 를 가질 

수 있고[14], 공식화 수 이 낮거나, 집 화의 수 이 낮

은 경우 해당 조직은 융통성과 응력을 진하므로 

신 채택이 보다 쉽게 일어난다[15]. 특히 우수기술 발굴

이 우수조직 조직화로 이어진다면 이는 기술역량 확보노

력에 한 조직내 공감  형성과 더불어 공식 인정의 신

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의 노력은 성실실패

의 노력과 경험을 확 하고 조직구성원 간 공감 를 형

성할 수 있다. 

’90년  들어 세계화로 인한 경계 괴, 끊임없는 신기

술의 등장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지식

경제 출  등으로 21세기 로벌 경쟁 환경이 조성되

었고, 이런 환경에서는 기존 사업 분야나 경쟁우 가 끊

임없이 교란되고 무 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거나 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분

야와 경쟁우 를 신속하게 만들어내는 신과 속도, 즉 

창조경 이 생존의 필수요건이 다[15]. 출연(연)의 

R&D 탁월성 확보는 출연(연)의 문제 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기존 연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기

존 연구에서는 출연(연)은 미래지향 인 비 과 략의 

큰 그림이 필요하며, 미래원천기술, 시장실패기술, 공유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R&D기능과 기술 측‧기획, 기본

계획 수립 등 정책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 싱크탱크로서

의 수행 필요성을 제시하 다[16]. OECD(2011)의 연구

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18개 국가들이 공공연구

기 에 해 과제기반 산 지원보다 블록펀드(Block 

fund) 성격의 기 기반 산 지원이 상 으로 많았음

을 지 함에 따라(2008년 기 )[17], 출연(연)은 핵심역량

으로 발  가능한 형 원천R&D아이템을 발굴하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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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 수 으로 발 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

히 장기 으로 경쟁우 , 즉 핵심역량의 원천이 개별사

업이 빠른 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사 인 기술과 생

산능력을 경 역량에 집 시키는 경 능력[18]임을 고려

할 때 기술역량 강화를 목 으로 하는 우수 기술아이템 

혹은 우수조직 발굴 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

수 기술아이템 도출을 해 미국연구재단은 미국국가

원회가 도출한 형이슈를 다시 검토하여 신규 유망

R&D주제를 도출한 바 있으며, 특허, 산‧학‧연 기반의 

문가들 간의 과제 발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9,20,21,22,23].

3. 출연(연)의 기술역량 강화 현황 분석
과학기술출연(연)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되

며,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주된 목 으로 하는 기

이다. 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이 있

으며, 참고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는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3개 출연(연)이 있다. 

이하 출연(연)이 수행하고 있는 우수기술  우수조직 

황을 살펴보았다.

3.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KICT)은 우수기술  우수조

직 사례로 로벌 선도기술과 KICT X-Project를 운 하

고 있다. 도 성과 잠재가치가 높은 극한 건설기술, 최고 

성능의 건설융합기술 혹은 경제 인 가치가 탁월한 비

용 SOC 건설기술인 로벌 선도기술을 발굴‧육성하고 

있다[24]. ’17년 로벌 선도기술 10개 발굴을 목표로 ’14

년 극한건설기술분야, 건설융합기술분야, 비용 SOC분

야에서 총 10개의 로벌 선도기술 후보군을 선정하 고, 

특히 기술별 목표 수 을 최고기술 비 기술수  혹은 

기술사양으로 제시하 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고

험 장기 R&D 추진  창의 융‧복합 연구조직 구성을 도

모하고, 도 성 강화를 한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성공

실패(성실/불성실) 도입  가치 심의 기 사업 운 제

도 시행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 다. 

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에 지 도로, 3D 린터, 

해상  우주건설과 같은 도 인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Flagship R&D를 시행하는 등 미래 략 인 핵심기술과

제를 발굴하여 형 융‧복합 연구과제(300∼500억원 규

모)로 확 하는 KICT X-Project를 추진 이다. KICT 

X-Project는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국가 인 차원의 

도 인 연구개발사업으로 성공 시 효과가 큰 분야

를 지원함으로써 KICT 표 연구성과로 발 시킬 수 있

는 R&D성과를 말하며, 우수기술과 우수조직을 동시에 

육성할 수 있다. KICT X-Project는 ’17년 형 국가R&D

사업(Big Engineering) 1건 발굴을 목표로, ’15년 스마트 

에 지웨이, 비정형 시설물 건설용 3D 린  장비, 재료 

 설계기술, 친환경 메가 돔 건축기술, 우주개발을 한 

핵심 건설기술 등 7개 과제를 발굴하 다. KICT 

X-Project를 수행할 로젝트 은 일몰형으로 운 할 

정이다. 

3.2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KIMM)은 우수기술  우수조직 사례로 기

과제(Flagship project)와 로벌 선도 연구 을 운

하고 있다. 공공‧원천기술 개발을 해 우수기술로서 

기 과제(Flagship project)를 선정하여 추진 이

다. 기 과제는 직원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조

직내 설문조사를 통해 ’14년 고효율 발 용 가스터빈, 고

신뢰성 자기부상열차, 인간친화형 의료‧제조로 , 3개 기

술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기획 후 추진 이다. 특히 한

국기계연구원은 기 과제 후속 추진을 한 기획사

업(시드형 창의과제)을 략 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

구 산 추가 배분, 장기운 제도 마련 등 추가 인 지원

을 하고 있다. 

우수조직 선정사례로 로벌 선도 연구 을 운  

이다. 로벌 선도 연구 은 ‘국제 으로 인정받는 연구

실  는 실용화 실 을 달성한 세계 인 수 의 연구

집단’으로, 기술 심의 연구집단이나 조직내 최소 R&D

조직이다[25]. 기술 인 우 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기술

을 선도할 목 으로 운 하고 있으며, ’17년 3개 로벌 

선도 연구 을 발굴‧육성 목표를 수립하고 ’15년 나노역

학연구 , 라즈마연구 , 함정생존성연구 을 선정하

다. 로벌 선도 연구 을 선정하기 해 논문, 특허, 

기술료, 기 확보한 연구 산, 국제학술활동, 로벌 지명

도로 구성된 로벌 평 지수(Global Reputation Index)

를 개발하 으며, 로벌 선도 연구 으로 선정되기 

해 250 이상의 로벌 평 지수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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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 지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KIER)은 우수기술 사례로 세계최고기술을 운

하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발 에 

기여하고 세계 선도기 과의 기술격차를 조기 극복하여 

로벌 연구기 으로 도약하기 해 ’16년 세계최고기술 

확보를 목표로 ’14년 8개 후보기술을 제시하 다. 세계 

최고 후보기술은 기술별 기술사양(Specification)을 기

으로 제시되었으며, 고온 히트펌 기술, 용량 로우 

지기술, 서블 박막 태양 지기술 등이다[26]. 내외

부 문가로 구성된 세계최고기술 평가 원회를 운 하

며 세계최고기술 후보기술을 상으로 세계 최고 수  

비 도 성  달성도, 성과우수성, 성과의 활용  

효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 결과, 

’16년 용량 로우 지기술, 기화학 커패시터, 실리

콘 태양 지, 수소제조 개질기 등 14개 세계 최고 에 지

기술을 개발하 다[27]. 이는 ’14년 제시한 8개 후보기술 

 6개 기술뿐만 아니라 8개 기술을 추가로 확보한 실

이며, 후보기술 제시 때와 동일하게 세계최고기술 보유

기 과 기술사양을 비교하 다. 참고로 한국에 지기술

연구원은 ’14년 세계 최고 수  기술로 연소 ·후 습식/

건식 CO2 포집/이용기술, 용량 장주기 그리드 연계형 

로우 지기술, 유기성 폐기물 에 지화기술  폐기

물의 열화학  가스화 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최고 기술 

비 보유 기술수  기 ). 특히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은 국내외 R&D 력 연구체계 강화  기술 융‧복합을 

통해 세계 최고 에 지기술을 조기 확보한다는 기조 아

래, 기술수행측면에서 에 지기술 빅데이터 활용을 한 

정부‧연구기 과의 업, 성과창출 제고측면에서 민간과

의 업, 정부정책 지원측면에서 소기업 지원을 한 

유 기 과의 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해 산업

계와는 공동R&D를 수행하고 에 지공학회, 재유럽한인

과학자컨퍼런스(EKC), 재미한인과학자컨퍼런스(EKC)

에서 기술아이템을 공모하는 등 기술아이템 발굴을 한 

추가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은 우수기술 사례로 ’14

년부터 World Class Laboratory(WCL) 제도를 운 하고 

있다. WCL 제도는 ’06년 Center of Excellence(COE) 제

도, ’12년 World Class Department(WCD) 제도를 잇는 

우수조직 선정제도이다. 과거 COE가 ‘세계 인 수 의 

R&D역량  이를 한 R&D인력을 바탕으로 수 의 

R&D성과를 확보하고 R&D거 을 구축하는(혹은 할 수 

있는) R&D집단’이라고 한다면, 재 WCL은 ‘세계 수

의 연구기  도약을 해 개별 연구조직 부문의 우수한 

인력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 수 (Top 5)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R&D집단’으로 정의함에 따라 우수조직의 

세계 인 수 을 정량 으로 제시하 다[28]. WCL은 논

문, 특허, 기술료 성과를 포함하는 연구성과 우수성, 연구

활동 국제성 등을 근거로 내외부 문가 자문‧평가를 통

해 선정함으로써, 연구그룹의 정량/정성성과 결과를 

문가가 검토하고 의견을 서술하는 기술수  종합분석방

법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정수  이상의 정량

성과 우수 기 을 제시하되, 그 외 별개로 정량성과의 질

인 우수성 혹은 자체 우수성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량성과를 보완하는 질  평가를 추구한다. 

그 결과, ’14년 제4기 연 측정기술  고기후 정 추 ‧

복원기술을 보유한 제4기지질연구실과 인공함양 지하수 

확보기술을 보유한 지하수연구실을 선정하고, ’15년 지하

물성 4차원 융합 물리탐사기술을 보유한 탐사개발연구실

과 이산화탄소 지 장 모니터링  물탄산화 기술을 

보유한 CO2처분연구실을 선정하 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WCL 상 유지기간을 재원투

입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련 사업을 지정하여 기자재

비를 포함한 산을 추가 배분하고, 기자재  연구실 환

경을 재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 다. 특

히 ’12년 국가 과학기술 기술수 평가 연구에서 수행

한 에 지‧자원‧극한기술분야의 자원탐사기술과 자원개

발처리기술에 한 향후 5년간 추진이 필요한 정부

정책 수요 조사에서 두 기술 공히 연구비 확   인력 

양성‧유치, 국제 력 진을 상  순 로 선택한 결과를 

고려하 다. 한 추 평가를 통해 선진기 과 연구성과

를 비교‧분석하여 R&D경쟁력을 검하고 있다. 

3.5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KRICT)은 우수기술  우수조직 사례로 세

계  신기술과 로벌 수월성 연구그룹을 운 하고 있

다. 기술 인 우 를 바탕으로 시장 패러다임  산업구

조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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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through) 기술을 세계  신기술로 정의하고, 우

수기술(세계  신기술) 발굴  우수조직( 로벌 수월

성 연구그룹) 선정을 상호 연계하여 세계 최고 기술역량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09년부터 운  인 세계일등

화학기술 발굴제도의 객 성  공정성 향상을 해 ’15

년 세계  신기술 제도로 개선하 다. 세계  신기

술은 정성/정량 평가기 을 만족하는 기술을 상으로 

내외부 문가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1차 평가에서는 

신성, 학술성, 경제성에 한 정성/정량기 으로 후보기

술을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는 기술 효과,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 국내외 유사경쟁기술과의 비교우 성 

 세계  신기술 단 객 성을 평가하고 확정한다. 

향후 1차 평가기 에 공공성을 추가할 정이다. ’17년까

지 7개 기술을 확보할 정이며, ’15년 선택  Tankyrase 

해 장암 치료 후보물질  차세  유연 학소자용 

액정 마이크로캡슐 제조  코  기술을 선정하 다. 선

정된 기술에 해 연구 산, 인력 지원 등 세계  신기

술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로벌 수월성 연구그룹으로 

략 으로 발 시켜 기술‧경제‧사회 인 성의 극

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로벌 수월성 연구그룹은 ’09년 Center of Excellence 

육성제도 시행이후 ’11년 해당 제도로 변경하여 운  

이다. GTG는 ‘세계 인 신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 

수 의 R&D역량을 갖춘 세계 인 수 의 수월성 연구

집단’ 혹은 ‘세계  신기술의 추가 R&D 수행을 통해 

일정수  이상의 기술 효과를 달성한 연구그룹’을 말

한다. 로벌 수월성 연구그룹은 기존 조직에서 우수기

술에 련된 R&D그룹을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최하

 조직보다 작은 규모이다. 선정 차로 1차 신성, 학

술성, 경제성을 기 으로 후보그룹을 선정하고, 2차 

R&D수월성, 연구성과의 우수성  성을 기 으로 

최종 확정한다. 후보그룹 선정항목은 세계  신기술의 

항목과 동일하나 항목별 기 이 상향 설정되어 있으며, 

향후 공공성 지표를 추가할 정이다. 재 ’17년 5개 육

성을 목 으로 진행 이며 ’15년 의약바이오연구본부 

내 PPO 해 작용기작을 가진 고성능 비선택성 제 제

(Tiafenacil) 개발 그룹이 선정되었다. GTG 상을 유지

하기 해 신성, 학술성, 경제성의 자격유지 기 을 통

해 리하고, 후속 R&D‧성과 창출을 한 필요시 연구

과제를 새롭게 구성하고 필요 인력을 지원하는 등 실질

인 기술성과 발 을 꾀하고 있다. 

3.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 과학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은 우수기술 사례로 국

제비교(Key Comparison) 주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

제도량형 원회 주 의 국가측정표  상호인정 약

(CIPM-MRA)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표기 으로, 측정

표 분야 특성상 측정표  표기 으로서의 활동 내역

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역량 측정을 제안하 다. 국제비

교는 국가측정 표 기 이 수행한 분야별 측정결과의 상

호비교 로그램으로, 측정표  역량이 높은 기 이 주

을 맡기 때문에 해당 기 은 국제비교를 주 하는 기

술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 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17년 국제비교(Key Comparison) 주 활

동 9개 목표를 설정하 다( 기 ). ’14년 국제비교 주

 건수를 기 으로 우리나라가 독일, 미국, 국, 일

본 다음으로 세계 5 를 차지하 기 때문에, 추가 인 국

제비교 주  건수를 고려할 때 이는 세계 5  수 의 측

정표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수 이다. 한국표 과학연

구원은 국제비교 주 활동 확보를 해 국가‧산업‧국제

인 요구에 따른 측정표  수요를 악하여 국제비교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비교 진행 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비교 주   참여를 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지속 인 리를 해 국제도량

형 원회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측정표 력기구 주 의 

측정표  국제비교 주 건수와 참여건수를 이용하여 구

성한 측정표  국제동등성 지수를 개발하 다. 한국표

과학연구원의 우수 측정기술 확보효과는 국가측정표  

상호인정 약에 따라 표기 에서 발행하는 성 서가 

상호 인정되기 때문에 국제무역과 련된 다른 약의 

기술 인 기 를 확보하고 무역기술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다[24]. 참고로 한국표 과학연구원은 ’15년 세계 최고 

수  기술로 열 성능지수 측정기술, THz 비 괴 진단 3

차원 이미징기술, OLED 증착재료 측정기술, 열물성 기

반 원자 미경기술, 생체자기공명기반 생체기능 상화

기술을 제시하 으며(최고 기술 비 보유 기술수  기

), 특히 세계선도기술을 세계 최고 비 85% 수  이상

의 기술로 정의한 바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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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KICT KIMM KIER

Excellent
tech.

Existing
Global 
leading
tech.

New
Flagship
project

World best
tech.

Excellent
organization

Existing
Global
leading 
team

New
KICT

X-project

Field KIGAM KRICT KRISS

Excellent
tech.

Existing
World 

innovative
tech.

New
KC

director

Excellent
organization

Existing WCL
Global

top group

New

<Table 1> Excellent Technology‧Excellent Organization 
of Public R&D Institutes

 

4. 결론 및 시사점
출연(연)은 지난 50여 년간 역사 인 발 과정을 통해 

기술개발을 수행하며 국가R&D시스템에서 요한 R&D

주체로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조직구성원의 창의 인 아

이디어와 활동을 기반으로 기술 신과 조직 신을 통해 

다양한 조직의 오류를 탐색하고 수정해 왔다. 국가R&D

시스템 상의 기술역량 강화노력 일환으로 출연(연)의 우

수기술 발굴  우수R&D조직의 조직화를 들 수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비롯한 6개 과학기술출연(연)의 

사례 분석을 실시하 다. 우수기술 사례로 한국건설기술

연구연의 로벌 선도기술, 한국기계연구원의 기

과제, 한국에 지기술연구원의 세계 최고 에 지기술, 한

국화학연구원의 세계  신기술이 있으며, 우수조직 사

례로는 한국기계연구원의 로벌 선도 연구 , 한국지질

자원연구원의 World Class Laboratory 제도, 한국화학연

구원의 로벌 수월성 연구그룹을 들 수 있다. 그 외로 

본문에는 언 하지 않았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문연구단, 한국 기연구원의 형성과  하이 리드 연

구조직이 있다. 우수기술과 우수조직 사례는 다시 기존 

기술 풀(Pool) 혹은 신규 기술 풀에서의 발굴, 기존 조직

에서 선정 혹은 신규 조직으로 설계로 구분했을 때, 한국

건설기술연구원(KICT X-project), 한국기계연구원(기

과제),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한국표 과학연구원 

사례는 신규 사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로벌 선도기

술), 한국기계연구원( 로벌 선도 연구 ),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사례는 기존 사례로 볼 수 있다. 

출연(연) 유형을 기 ‧원천연구형(출연(연) 미션 심

의 기술개발 수행  기업  학과의 력 강화), 산업

기술연구형(향후 민간부문과의 연구사업 확 ), 형‧공

공연구형(정부고유사업  수행)으로 구분할 때, 출연

(연) 유형과 상 없이 통하는 개념으로 세계 최고의 기

술 확보를 들 수 있으며, 세계 최고를 측정하는 기 이 

분야별 특성상 다를 수 있으나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기

술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수기술  우수조직 

사례에서 일 되게 찰된다. 즉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해 조직 내부에서 새로운 기술지식을 창출하

고 외부에서 끊임없이 지식과 아이디어를 흡수하여 조직

의 오류를 지속 으로 수정‧발 시켜 조직의 지속 인 

발 을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세계 인 수 의 기술역량 확

보는 국가 발 과 산업기반 조성에 추 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차 산업 명에 따른 기술 융‧복합 

패러다임 변화는 기술역량에 한 요성뿐만 아니라 동

종, 이종 기술 간의 결합을 통한 기술의 지능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 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

에서, 특히 공공기술부문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출연(연)의 우수기술  우수조직 사례 분석을 

통해 R&D 탁월성에 기반을 둔 기술역량 강화 시사 을 

도출하고자 했다. 즉 출연(연)은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발 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는 유엔

의 지속가능발 목표와 같이 출연(연)의 기술역량은 다

양한 기술수요를 고려하여 재와 미래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학‧연 R&D주제들의 기술역량 강화를 해 

첫째,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조직의 기술역량 발굴이 지속 으로 필요하다[29]. 이때 

조직이 보유한 우수기술 혹은 우수조직이 기술역량의 원

천 혹은 기술역량 자체일 수 있다. 우수기술은 무형의 지

식자산으로, 우수조직은 기술지식을 창출하는 주체이자 

기술지식을 구체화 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역량은 외부의 시각에서 타 R&D주체와 비교하여 

탁월해야 하며, 기술역량이 곧 핵심역량이 아님을 고려

해야 한다. 핵심역량으로서의 기술역량을 악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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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킬 필요는 충분하나 핵심역량의 악은 조직의 

임무와 기능을 악하여 발 시켜나가야 하는 기반능력

의 발굴이며, 장성근(2015년)의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이 

오히려 사업 성공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 핵심경직성

(Core rigidity)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지 한 만큼 핵심

역량 발굴에 기반을 두는 조직 차원의  다른 노력이 필

요하다[30]. 둘째, 기술역량 발굴노력을 국가, 산업, 사회

에 한 임무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해서라도 구

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즉 신은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

고 실행될 때 그 의미를 가지는 만큼, 우수기술과 우수조

직의 설계가 곧 국가 반의 요구에 응하여 기여할 수 

있는 형 원천사업 발굴 혹은 경제발  신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해 리해야 하며, 국가R&D시스템 상의 동

종 혹은 이종분야의 R&D주체 간 력체계 구축을 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31,32,33]. ’15년 정부R&D 신방안

에서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산‧학‧연간 복해소를 

해 출연(연), 학, 기업의 역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R&D주체간의 역할 구분을 통한 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우수기술 발굴  우수조직 설계에 있어 

해당 기술과 조직에 해 세계 최고임을 인정하는 조직 

내부의 공감  형성이 요하다. 조직경  차원에서 우

수자원으로서의 선정은 표성을 띠게 되고 산, 인력, 

기자재‧시설 등 유형자산 투입이 견된 만큼 조직목표 

설정  자원투입에 한 조직구성원의 필요성 인지  

공감 형성은 실질 인 기술성과 확보뿐만 아니라 향후 

정 인 조직문화 형성  조직 몰입에 도움이 될 수 있

다[34,35,36,37,38]. 특히 우수조직의 일몰형 임시조직화는 

성실실패사례로 인지함으로써 조직 폐쇄시에도 해당 조

직구성원의 신규 조직 이동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창의 인 생각과 활동에 기반을 두는 지식창출 

R&D조직의 자율성  책임감을 확보하고 성공실패에 

한 정 인 신호로 작용하여 조직 신문화를 강화시

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공

공연구기 에 블록펀드 성격의 기 산 지원이 많았던 

지난 자료와 함께, 미국, 국, 일본, 독일 등 국외 공공연

구기 은 부분의 산을 국가에서 안정 으로 조달받

으며 독립성  자율‧책임경 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기

존 연구를 고려하면[5], 향후 우리나라 R&D주체들은 자

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되 R&D 탁월성을 보유한 기술

역량 확보에 따른 국가, 산업, 사회, 국민에 한 기여와 

책임을 고려하여 기술 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출연(연)의 우수기술  우수조직 사례에 한 탐색 인 

연구를 실시하고 도출한 시사 을 통해 출연(연) 기술역

량 강화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반 인 

출연(연) 사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로 

지 될 수 있으며, 향후 기술과 조직과의 계에 한 실

증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역량 강화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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