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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ollaboration is regarded as core source to lead various innovations in all countries.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performance of Industry-University-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RI) collaboration based on 
the four types of research collaborations; GRI-GRI, Industry-GRI, University-GRI and Industry-University-GRI. So 
this paper will show which collaboration type has the best work on each R&D step. We use four R&D steps; research,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and overall. We als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research collaboration of GRIs 
based on the collaboration types.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research collaboration,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is employed for measuring the efficiency of GRIs in this paper. DEA is a non-parametric approach 
to measur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decision-making units (DMUs) with multiple inputs and outputs. The 
empirical results represent that the performance of collaboration with industry is generally superior to other 
collaboration types. These findings from this paper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national 
collaboration strateg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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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화가 심화되고 R&D 불확실성이 지속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술혁신을 위한 기관 간 공동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개방형 혁신(open in-
novation) 패러다임이 도래하면서 기술개발주기의 단축 및 지

식 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 간 공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핵

심 요소인 기업 및 대학, 연구소 간의 공동연구, 즉 산학연 공

동연구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을 중심

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Calvert and Patel, 
2003; Sylvan and Martin, 1997).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정부출연연들은 정부 주도 과학기

술혁신 정책에 따라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들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 왔다. 정부출연연 중심의 우리나라 국가 R&D를 시

대 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는 미래 대비 투자라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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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기초연구 수준의 R&D 수행에만 집중하였다. 그 후 1990
년대에는 상용화를 위한 R&D가 강조되면서 제품개발 중심의 

연구가 주목 받다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위

한 융․복합 응용기술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가

R&D 기조 변화는 마치 기초 및 응용연구에서 사업화로 이루

어지는 전통적인 R&D 활동의 단계별 진행과도 흡사하다. 또
한 최근에는 정책적으로도 개방형 기술혁신이 크게 강조되어, 
정부출연연들이 대학이나 기업 또는 이종기술을 연구하는 외

부 연구주체와의 융합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정부출연연의 연구 활동에서 공동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입되

는 국가 R&D 예산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MOEST(2011)
에 따르면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총 R&D 예산은 2006
년에 약 1조 4천억 원이고 이중 공동연구 예산은 약 8천 1백억

원으로 공동연구예산 비율이 전체 R&D 예산의 약 57%였지만, 
2010년도에는 전체 R&D 예산 약 1조 8천억 원 중 공동연구 

R&D 예산이 약 1조 1천억 원으로 공동연구 예산비율이 62%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경우도 공동연

구예산 비중이 2006년도 42%에서 2010년도에는 58%로 크게 

증가하였다. 공동연구에 대한 R&D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는 정부출연연의 공동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출연연의 연구성과를 객관적,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이미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

는 비모수적 효율성 측정 기법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
ment analysis : DEA)을 이용한 효율성 관점의 R&D 성과 측정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DEA는 다수의 투입 요소

(input)와 산출요소(output)를 갖는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
ing unit : DMU)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선형계획 모형으로

(Cooper et al., 2007),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관계 및 가중치

에 대한 사전 정의가 필요 없다는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수준

에서의 R&D 성과 평가에 활용되어 왔다(Lee et al., 2009). 특
히 우리나라(Lee and Lee, 2015)를 비롯하여 프랑스(Bonaccorsi 
and Daraio, 2003), 벨기에(Luwel et al., 1999), 스페인(Ortega et 
al., 2011), 대만(Liu and Lu, 2010), 중국(Meng et al., 2008)등  

다양한 국가의 정부출연연 및 공공연구소의 성과 평가에 효과

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정부출연연의 공동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성을 측

정한 연구(Dai et al., 2013; Yuezhi and Xia, 2010)도 일부 이루

어졌으나, 이들 연구는 단지 분석 대상을 산학연 공동연구 과

제로 한정하여 성과의 측정 자체에 초점을 두었을 뿐, 공동연

구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산학연 공동연구의 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구체

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의 주체 및 

R&D 단계 등 공동연구의 특성에 따라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부출연연 간의 공동연구, 대학과의 공동

연구,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다양한 산학연 공동연구 유형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구(Research), 개발(Development), 
사업화(commercialization)로 이어지는 R&D의 단계별로 어떤 

공동연구 유형이 더 우수한 성과를 산출하는지 파악한다면, 
공동연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 R&D 정책 수립에 있

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기술분야 10개의 정부출연연이 수행한 4,863개의 산학연 

공동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효율성 관점에서 과제별 성과를 측

정하고, R&D 단계별로 공동연구 유형별 성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각 정부출연연들이 어떤 유형의 공동연구에 

강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DEA를 

이용한 정부출연연 성과 측정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해 고찰하

고, 제 3장에서는 연구데이터 및 사용변수와 분석기법 등의 연

구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R&D 단계별로 산학

연 공동연구의 유형 간 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제 5장에서는 

개별 정부출연연들의 공동연구 유형별 성과를 비교한다. 끝으

로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을 제시한다. 

2. DEA를 이용한 정부출연연 R&D 성과 평가 연구

전통적으로 정부출연연의 R&D 성과 평가는 논문 또는 특허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계량서지적 접근법(bibliometric ap-
proach)에 의존해왔다. 논문의 게재 건수 및 특허의 등록 건수

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측정하거나, 이들의 피인용 횟수를 바

탕으로 연구 산출물의 품질 및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

으로 통용되어 온 방법이다(Narin and Hamilton, 1996). 그러나 

이들 개별 지표는 정부출연연의 R&D 성과 중 일부분만을 나

타낼 뿐 아니라, R&D의 “산출” 측면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투

입 예산에 따른 R&D 투자 효율성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Lee and Lee, 2015). 이에 투입 대비 산출 관점에서 

R&D 효율성을 측정함과 동시에, 다양한 R&D 산출 및 성과 변

수를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는 DEA 기법이 정부출연연을 비

롯한 국가 R&D 성과 평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DEA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관계에 대한 생산함수를 가

정하지 않고, 선형계획모형을 바탕으로 DMU 간의 상대적 효

율성을 측정하는 비모수적 기법이다. R&D 활동의 경우, 투입 

및 산출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및 관계를 사전에 정의하기 어

렵고, 다양한 유형의 투입 및 산출 요소를 반영하여 효율성을 

측정해야 하므로, 비모수적 효율성 측정 기법인 DEA가 최근 

들어 국가(Lee and Park, 2005; Rousseau and Rousseau, 1997; 
Rousseau and Rousseau, 1998; Sharma and Thomas, 2008; Wang 
and Huang, 2007), 대학(Abramo et al., 2011; Agasisti et al., 2012; 
Johnes and Johnes, 1995), 프로젝트(Guan and Wang, 2004; Hsu 
and Hsueh, 2009; Lee et al., 2009; Revilla et al., 2003)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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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의 R&D 성과 평가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해외에서는 Bonaccorsi and Daraio(2003)가 

10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프랑스 정부출연연들과 이탈리아 정

부출연연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Liu and 
Lu(2010)는 네트워크 기반의 접근법과 DEA를 활용하여 대만

의 32개 정부출연연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Meng 
et al.(2008)은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
과 DEA를 결합하여 중국의 15개 정부출연연들의 상대적 효율

성을 측정하였다. 국내에서는 Nam et al.(2008)가 AHP 기법을 

이용하여 가중치 범위에 제한을 두는 AR 모형을 사용해 국내 

정부출연연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Lee and 
Lee(2015)는 1,481개의 개별 연구과제를 DMU로 간주하고, 과
제의 효율성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출연연의 성과를 평가

하는 상향식 DEA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공동연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

출연연의 공동연구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DEA를 이용하여 효

율성을 측정하려는 시도도 일부 진행되었다. Yuezhi and Xia 
(2010)는 6개의 입출력 변수를 사용한 DEA를 활용하여 중국 

광동 지역의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의 연도별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Dai et al.(2013)는 중국 쑤저우 지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과제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고, Revilla et al.(2003)은 

스페인에서 수행된 277개의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연구성과와 지식기반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또한 Lee et al.(2012)은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산학연 공동연구 성과 차이를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들은 모두 산학연 공동연구 과제 자체의 효율성을 측

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을 뿐, 공동연구의 주체, R&D 단계 

등 공동연구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연

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는 R&D 단계별로 산학연 공동

연구 유형별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함으로써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연구 방법

3.1 DEA

DEA는 다수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갖는 의사결정단위

(DMU)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선형계획모형이다. 효율

성은 산출물의 가중평균 합을 투입물의 가중평균 합으로 나누

어 산출되며, 효율성이 1인 DMU는 효율적이라고 간주하고 1
미만의 효율성을 가지는 DMU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한

다. DEA 모형은 효율성 개선 목적에 따라 주어진 산출 수준에

서 투입을 최소로 하는 투입지향(input-oriented) 모형과 주어진 

투입 수준에서 산출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출

지향(output-oriented) 모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Charnes et al. 
(1978)가 제시한 최초의 DEA 모형인 CCR 모형은 규모의 수익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 CRS)을 가정하는 반면, Banker et al. 

(1984)가 제시한 BCC 모형은 규모의 수익 가변(variable returns 
to scale : VRS)을 가정한다. 
그 동안 다양한 유형의 DEA 모형들이 정부출연연의 R&D 

효율성 평가에 활용되어 왔으나, 이 중 산출지향 BCC 모형이 

많은 연구들에서 채택되었다(Nam et al., 2008; Lee and Lee, 
2015; Lee and Shin, 2014; Lee et al., 2009). 이는 R&D 효율성 

개선 목적이 연구자원의 투입을 줄이는 것보다 연구성과의 산

출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고, R&D 활동의 경우, 
규모의 수익이 불변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산출지향 BCC 모형을 활용하여 정

부출연연이 수행한 과제들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산출지향 BCC 모형은 아래 수식과 같은 선형계획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x0, y0는 DMU0의 투입물과 산출물 

벡터이고, X와 Y는 각각 전체 DMU 들의 투입물과 산출물 행

렬을 나타내며, λ는 가중치 벡터, η는 효율성 점수의 역수를 

나타낸다.

                              max 

                              s.t. ≤ 

                                 ≤ 

                                 

                                ≥ 

3.2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출연연

들 중 산업기술분야 10개 연구기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과제는 이들 10개 정부출연연이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수행하여 성과수집이 완료된 4,863개의 공동연구과제들

이며, 각 과제의 투입 및 산출 변수 데이터는 국가과학기술연

구회로부터 수집하였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국내 과학기

술분야 25개 정부출연연들을 관리, 감독, 평가하고 있는 기관

이다(Yim and Kim, 2005). 수집된 4,863개의 공동연구과제는 

공동연구 주체에 따라 정부출연연들 간의 공동연구인 연․연

(R․R), 기업과 정부출연연의 공동연구인 산․연(I․R), 대학

과 정부출연연 간 공동연구인 학․연(U․R)과 세 주체가 모두 

포함된 산․학․연(I․U․R)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산업기술분야 10개 정부

출연연들과 그들이 수행한 유형별 공동연구 과제 수를 나타낸

다. 10개의 정부출연연들이 수행한 공동연구 과제 수는 연구 분

야, 예산 및 정책적 목적 등으로 인해 적게는 97개(KRRI), 많게

는 1,138개(KITECH)까지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

는 공동연구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동연구 과제의 효율성을 

먼저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모수검정을 통해 유형 별 성과 

차이 및 정부출연연 간 성과 비교를 분석하는 상향식 분석 방법

을 활용하므로, 정부출연연별 수행 과제 수의 차이는 분석 결과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Lee and Le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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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Type

GRI R․R I․R U․R I․U․R Total

KITECH 172 604 162 185 1,138
KICT 67 61 44 54 226
ETRI 139 510 65 169 883
KIER 83 185 144 151 563

KIMM 92 256 124 157 614
KFRI 98 75 111 37 321

KIGAM 22 58 59 56 195
KERI 59 132 81 66 338
KRRI 13 36 8 40 97

KRICT 108 227 74 79 438
Total 853 2,144 872 994 4,863

*R : Research institute, I : Industrial firm, U : University.

Figure 1. DEA Variables Across R&D Stages

3.3 변수 

DEA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DMU를 포함

한 투입 및 산출 변수의 선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0개 정부출

연연들이 수행한 4,863개의 공동연구과제를 DMU로 설정하였

고, 투입 및 산출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DEA를 사용해 연구성

과 효율성을 측정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아래 <Figure 1>
과 같은 구조로 투입 및 산출변수를 선정하였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투입 변수로써 노동과 자본의 대용 지표인 연구원 수와 연구비

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허와 논문 그리고 기술료 수입이 주

요 산출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투입 변수는 선행

연구들이 많이 사용하였던 연구비와 연구원 수를 동일하게 사

용하였다. 하지만 산출변수의 경우, R&D의 단계에 따라 공동

연구 유형별로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R&D 단계를 
연구(research), 개발(development), 사업화(commercialization)의 
3단계와 이를 모두 고려하는 종합의 4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Table 2. DEA Variables

Type Variables References

Input

Budget

Abramo et al.(2011), Dai et al.(2013), Guan 
and Wang(2004), Jeon and Lee(2015), Lee 
et al.(2015), Lee and Lee(2015), Meng et 
al.(2008), Park(2014)

Researcher

Agasisti et al.(2012), Guan and Wang(2004), 
Hsu and Hsueh(2009), Jeon and Lee(2015), 
Kocher et al.(2006), Lee et al.(2012), Lee 
et al.(2015), Park(2014), Sharma and 
Thomas(2008)

Output

Paper

Bonaccorsi and Daraio(2003), Guan and 
Wang(2004), Jeon and Lee(2015), Lee et 
al.(2015), Lee and Shin(2014), Narin and 
Hamilton(1996), Revilla et al.(2003), 
Sharma and Thomas(2008)

Patent

Guan and Wang(2004), Lee et al.(2012), 
Meng et al.(2008), Ortega et al.(2011), 
Rousseau and Rousseau(1998), Sharma and 
Thomas(2008)

Technology
royalty

Lee et al.(2015), Lee and Lee(2015), 
Nam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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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Input and Output Variables
Type Variables Max Min Average Standard deviation

Input
Funds(million won) 51,791 0.6 895.25 1,956.30

Researcher 623 1 24.38 39.85

Output

Paper
SCI journal paper 96 0 0.70 2.86

Non-SCI journal paper 169 0 2.66 7.90

Patent

Domestic applied patent 102 0 2 5.44
Domestic granted patent 156 0 0.6 3.99
Foreign applied patent 78 0 0.41 2.20
Foreign granted patent 27 0 0.04 0.64

Technology royalty Technology royalty(million won) 4,000 0 12.36 98.48

Table 3. Weights of Output Variables for Integration(Lee and 
Lee, 2015)

Integration variables Output variables Weights
SCI journal paper 0.875

Non-SCI journal paper 0.125

Patent

Domestic applied patent 0.047
Domestic granted patent 0.204
Foreign applied patent 0.113
Foreign granted patent 0.636

연구 단계는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지식 발견을 목적

으로 하므로, 산출 변수로써 논문만을 고려한다(Dhewanto and 
Sohai, 2015). 논문은 SCI급 저널 논문 게재 건수와 비SCI 저널 

논문 게재 건수로 구분된다. 개발 단계는 실용화 및 제품 개발

에 보다 초점을 두므로 특허가 핵심 산출변수라고 할 수 있다. 
특허는 국내특허의 출원 및 등록 건수와 해외특허의 출원 및 등

록 건수를 구분하여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사업화 단계의 경우, 
정부출연연들의 사업화는 일반적으로 타 연구소 및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의미하므로 기술료 수입을 산출변수로 사용한다.
종합 단계에서는 앞서 사용한 논문, 특허, 기술료 수입의 

3가지 변수가 모두 사용되지만, 논문 변수와 두 개와 특허 변

수 네 개를 고정 가중치를 활용하여 각각 하나의 변수로 통합

한다. 변수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DEA는 각 

DMU별로 효율성 점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변수의 가중치

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므로, SCI 논문과 비SCI 논문, 국내특허

와 해외특허같이 일반적인 선호도가 분명히 존재하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DEA
에서는 투입 및 산출 변수가 너무 많을 경우 판별력이 낮아진

다는 한계가 있다. 변수의 통합 없이 종합 효율성을 측정하게 

되면 총 7개의 산출변수를 고려해야 하나, 동일 유형의 변수 

간 통합을 통해 산출변수의 개수가 3개로 줄어들어 판별력이 

향상될 수 있다. 통합을 위한 고정 가중치는 Lee and Lee(2105)
의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 Lee and Lee(2105)는 국가연구과제

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논문과 특허를 산출변수로 설정하고, 
각 변수 내의 세부 유형별 가중치를 계층분석법(analytic hier-
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Table 3>과 같이 산출하였으며, 동 

연구는 국가연구과제의 효율성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

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대상 4,863개의 공동연구 

과제들의 변수별 기초 통계량은 <Table 4>와 같다. 

4. 정부출연연의 공동연구 유형별 성과 비교

산업기술기분야 10개 정부출연연들이 수행한 4,863개의 공동

연구 과제의 효율성을 D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공동연구 

과제들을 연․연, 산․연, 학․연, 산․학․연의 4가지 공동연구

유형으로 분류하고, 효율성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4개의 R&D 
단계 각각에 대해 공동연구유형별 성과 차이를 Kruskal-Wallis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5>는 R&D 단계에 따른 

공동연구 유형별 성과를 요약한 것으로, 평균 효율성 점수와 함

께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도출된 평균순위(mean rank)가 

제시되어 있다. 네 가지 단계에서 모두 유의확률 0.000으로 공

동연구 유형별로 성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적으로 Mann-Whitney U 검정을 수행하여 인접한 두 유형 간의 

성과 차이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논문 관점에서 측정한 연구 단계의 성과는 학․연과 

산․학․연 유형의 성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
초․원천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대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문

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대학과 공동으로 수행한 과제들의 효

율성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ISTEP(2009)에 

따르면 2008년도 기준으로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에서 전체 SCI논문의 43.5%가 발생하였다. 또한 1988년
부터 2004년까지 연구주체간 발표된 논문실적을 분석한 결과

를 보면, 대학과 연구소간의 공동연구에서 발표된 논문이 전

체 건 수의 56.9%로 가장 많았고, 대학과 기업이 다음으로 많

은 34.9%였다. 연구 결과물들이 경제적 가치창출로 바로 이어

져야 하는 기업의 경우는 기초연구의 비중이 대학이나 연구소

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과 수행하는 공동연구

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대
학 못지않게 기초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정부출연연들 간 공동연구성과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출연연들이 그 동안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초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추격형 기술도입에 치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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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Collaborative Research Performance
Research Types

R&D stage R․R I․R U․R I․U․R

Research
Average efficiency score 0.0367 0.0418 0.0453 0.0548

Mean rank 2,305.45 2,424.52 2,528.64 2,471.96
Performance Comparison U․R, I․U․R > I․R > R․R

Development
Average efficiency score 0.0751 0.3803 0.0838 0.1030

Mean rank 2,326.82 2,619.00 2,313.70 2,222.68
Performance Comparison I․R > R․R, U․R > I․U․R

Commercialization
Average efficiency score 0.0009 0.0074 0.0027 0.0066

Mean rank 2,278.39 2,544.06 2,290.37 2,446.36
Performance Comparison I․R > I․U․R > R․R, U․R

Overall
Average efficiency score 0.1180 0.1610 0.0836 0.0790

Mean rank 2,295.87 2,639.49 2,316.25 2,202.81
Performance Comparison I․R > U․R, R․R, I․U․R

특허 실적을 통한 개발단계에서의 성과는 산․연의 공동연

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TEP(2009)에 따르면 

‘08년 기준으로 등록된 전체 특허건수를 봤을 때 기업이나 정

부출연연과 수행한 공동연구과제에서 가장 많은 44%가 발생

하였다. 이중 기업이 참여한 공동연구과제에서 가장 많은 실적

이 발생하여 특허는 대학보다는 실용화 및 상용화를 목적으로 

개발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기초․원천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대학이 참여한 공동

연구과제들의 등록특허 비중은 10% 미만으로 저조하여 효율성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과 기업 그리고 

연구소 간의 동반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개발활동과 연

구소, 대학의 기초 연구 활동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료 수입을 바탕으로 측정한 사업화 단계성과는 산․연

의 성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학․

연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이처럼 기업이 참여한 공동연구

들의 성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은, 기술사업화를 통한 비즈니

스 모델 발굴 및 경제적 이익 창출이 기업 R&D의 궁극적인 목

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
학과 정부출연연들의 기술 사업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

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 STEPI(2013)에 따르면 대

학의 경우 기술사업화 성과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

지만 자금력 부족 문제 등으로 선진국에 비하면 절대적인 성

과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정부출연연의 경우는 그 동안 

양적 성장 중심의 추격형 R&D 활동에 치중하여 기술사업화에

는 다소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기술료 수입으로 본 연구생산성

이 해마다 증가했음에도 2012년 기준으로 2.89%에 불과해, 미
국의 10.73%에 비해 크게 낮았다. 더욱이 전체 정부출연연중 

상위 6개 기관의 기술료 수입이 전체의 76%를 차지하여 편차

도 심하게 발생하였다. 대학의 경우도 앞서 언급한대로 사업

화에 유리한 실용연구보다는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하고 있

어, 대학과 정부출연연들의 기술사업화 역량 부족으로 학․연

과 연․연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R&D 단계에서는 산․연의 성과가 가

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출연연들의 관점에서 보

면 기업들과의 공동연구 성과가 대학이나 타 정부출연연과의 

공동연구 성과보다 더 좋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산․연 

과제가 경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특허실적과 출연연들의 연

구결과물을 공동연구를 수행한 기업체로 기술 이전하는 기술

사업화 실적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R&D 성과 제고를 위해 기업 주도의 공동연

구과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음 <Figure 2>는 위에서 살펴본 R&D 단계별 네 가지 공동

연구유형의 성과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 순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Mann-Whitney U 검정 결과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면 같은 순위로 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과의 공

동연구가 연구단계를 제외하면 다른 공동연구유형에 비해 연

구성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사업화나 실용

화 목적의 상용화 연구는 물론이고 종합적인 R&D 성과제고를 

위해서도 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정부출연연들간의 공동연구 성과는 모든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NSTC(2009)에 따르면, 
정부출연연들은 대학이 중점 수행중인 기초․원천 연구분야

를 제외하면, 상용화 연구 등 다양한 개발연구 수행을 위해 모

든 연구수행 주체 중 가장 많은 연구비 투자를 하고 있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과중심으로 예산을 분

배하는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체제가 도입되면서 

정부출연금이 줄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가 어려워

진 정부출연연 연구원들이 인건비 충당을 위해 소규모 단기성

과 위주의 과제를 수행하거나 연구생산성을 고려하지 않는 양

적 결과물 중심의 연구경쟁이 심화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안정적인 연구환경 제공과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수요지향

적 연구의 활성화 그리고 양적 결과물 중심의 성과평가시스템

에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혁신기술 창출 중심으로의 평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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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lative Efficiency of GRIs for Different Collaborative Research Types
Type KITECH KICT ETRI KIER KIMM KFRI KIGAM KERI KRRI KRICT

R․R

Average
efficiency 0.0551 0.0709 0.0315 0.1240 0.0592 0.0131 0.0314 0.1682 0.0506 0.0240

Mean rank 346.88 316.10 598.08 381.31 387.35 420.49 331.32 422.46 320.38 512.81
Performance 
comparison ETRI > KRICT > KERI, KFRI, KIMM, KIER, KITECH, KIGAM, KRRI > KICT

I․R

Average
efficiency 0.1644 0.1044 0.0181 0.0226 0.2707 0.5658 0.0972 0.1940 0.0937 0.2678

Mean rank 890.50 858.30 1,384.5 938.34 1,084.6 1,558.7 797.76 879.96 762.61 1092.3
Performance 
comparison KFRI > ETRI > KRICT, KIMM > KIER, KITECH, KERI, KICT, KIGAM, KRRI 

U․R

Average
efficiency 0.0150 0.1256 0.0234 0.1631 0.2098 0.1796 0.1930 0.0264 0.0194 0.0245

Mean rank 366.18 416.99 542.42 406.45 443.69 446.10 431.87 515.09 442.00 458.10
Mean rank ETRI, KERI, KRICT > KFRI, KIMM, KRRI, KIGAM, KICT, KIER > KITECH

I․U․R

Average
efficiency 0.0731 0.0624 0.0234 0.0969 0.0129 0.1231 0.0123 0.1215 0.0850 0.1559

Mean rank 390.93 377.12 708.36 449.45 490.16 512.49 471.29 482.06 446.48 534.99
Mean rank ETRI > KRICT, KFRI, KIMM, KERI, KIGAM > KIER, KRRI > KITECH, KICT

Figure 2. Comparison of Rankings in Collaborative Research Performance

5. 공동연구유형별 정부출연연의 성과 비교

본 장에서는 정부출연연별로 공동연구 유형 간의 성과 차이를 

분석하여 각 정부출연연의 강약점을 도출한다. 전체 4,863개
의 공동연구 과제를 네 가지 공동연구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정부출연연들이 수행한 과제들의 종합 R&D 효율성 점수를 

바탕으로 Kruskal-Wallis 검정을 수행하여 각 유형별 정부출연

연의 상대적 성과 순위를 도출하였다. <Table 6>은 공동연구

유형별로 측정된 정부출연연들의 성과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

이다. 모든 유형에서 유의확률 0.000으로 정부출연연 간 연구

성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출연연 간의 성

과 순위는 Mann-Whitney U 검정을 수행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순위를 차등화하였다.  
정부출연연 간 공동연구인 연․연 유형의 성과는 ETRI가 

가장 높고, KRICT가 두 번째로 높은 반면,  KICT가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다. 나머지 7개 정부출연연들의 상대적 성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정부출연연 간 공동연

구인 산․연의 경우에는 KFRI와 ETRI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

하였고, KRICT와 KIMM이 3위권에 오른 반면, 나머지 6개 정

부출연연은 큰 차이 없이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학과 정부출

연연 간의 공동연구인 학․연의 경우는 ETRI, KERI, KRICT
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낮

은 성과를 보인 KITECH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정부출연연들

이 중간에 위치해 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의 경우 총 네 

개의 성과 그룹이 도출되었으며, ETRI가 단독으로 가장 높은 

성과 그룹에 포함된 반면, KITECH, KICT가 공동으로 가장 낮

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Figure 3>은 각 정부출연연별로 어떤 유형의 공동연구에 

강점 및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사형 차트

를 보여준다.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도출된 평균순위 값

의 최대값을 100으로 변환하여 정규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ETRI는 10개 정부출연연들 중 유일하게 모든 유형의 공동연

구에서 평균보다 연구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M도 

평균수준을 크게 웃돌지는 않지만 모든 공동연구 유형에서 평

균수준으로 고르게 성과를 내어 공동연구 유형별 성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ITECH과 KICT는 모든 공동연

구유형에서 평균보다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KFRI는 대

부분의 공동연구유형에서 평균수준의 성과를 보였지만, 기업

과의 공동연구에서 평균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공동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KERI의 

경우는 기업이 참여한 공동연구에서 연구성과가 평균보다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동연구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전략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a) KI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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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arison of Overall R&D Performance of GRIs Across Collaborative Research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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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분야 10개 정부출연연들의 산․학․

연 공동연구과제를 정부출연연 간 공동연구인 연․연, 기업과 

정부출연연 간 공동연구인 산․연, 대학과 정부출연연 간 공

동연구인 학․연 그리고 기업과 대학, 정부출연연이 모두 참

여한 산․학․연의 4가지 공동연구 유형으로 분류하여 성과

를 측정하였다. 또한 공동연구 성과를 연구, 개발, 사업화, 종
합의 네 가지 R&D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연구 단계에서는 

학․연과 산․학․연의 공동연구가 가장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과 사업화 단계에서는 산․연의 공동연구 성

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종합적인 R&D 단계에

서도 산․연의 성과가 가장 좋았고 다른 유형들 간의 성과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단계에서는 대학과의 공동연구의 성과가 가장 우수하

고, 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업과의 공동연구가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정부출연연 간의 공동연구가 연구, 개발, 사업화, 종합

의 어느 단계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 하다는 사

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성과중심으로 예산을 분배하

는 PBS 체제가 도입되면서 정부출연금이 줄고, 이로 인해 안

정적인 인건비 확보가 어려워진 정부출연연 연구원들이 인건

비 충당을 위해 소규모 단기성과 위주의 과제를 수행하거나 

예산 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과제 수주 경쟁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환경 하에서는 정부출연

연 간 공동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명목적인 이유로 정부출연연 

간 공동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

출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과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보다 적극적

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정부출연연들이 수행해 온 산학연 공동

연구의 성과를 유형별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동연구의 효과

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

지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공동연구 과제의 산출물로 논문, 특
허, 기술료 수입만을 고려하였으나, 이들 변수만으로 산학연 

공동연구의 성과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단순히 

논문의 건수와 특허의 건수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피인용 등을 

고려한 질적인 측면의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신제품의 매출액이나 프로세스 개선으로 

인한 비용절감액 등 R&D의 산출(output)이 아닌 실질적인 성

과(outcome)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평가 대상에 포

함된 10개의 정부출연연들은 모두 산업기술분야로 분류되기

는 하나 연구 대상 기술 및 산업 분야가 이질적이다. 따라서 정

부출연연들의 성과가 실제 연구 역량이 아닌 기술 분야의 특

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성

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Abramo, G., Cicero, T., and D’Angelo, C. A. (2011), A Field-Standardized 
Application of DEA to National-Scale Research Assessment of 
Universities, Journal of Informetrics, 5(4), 618-628.

Agasisti, T., Catalano, G., Landoni, P., and Verganti, R. (2012), Evalua-
ting the Performance of Academic Departments : an Analysis of 
Research-Related Output Efficiency, Research Evaluation, 21(1), 
2-14. 

Banker, R. D., Charnes, A., and Cooper, W. W. (1984),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30(9), 1078-1092.

Bonaccorsi, A. and Daraio, C. (2003), A Robust Nonparametric Approach 
to the Analysis of Scientific Productivity, Research Evaluation, 12  
(1), 47-69.

Calvert, J. and Patel, P. (2003),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in the 
UK : Bibliometric Trends, Science and Public Policy, 30(2), 85-96.

Charnes, A., Cooper, W. W., and Rhodes, E. (1978),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
tional Research, 2(6), 429-444.

Cooper, W. W., Seiford, L. M., and Tone, K. (2007), Data Envelopment 
Analysis : A Comprehensive Text with Models, Applications, References 
and DEA-Solver Software, Springer, Boston, MA.

Dai, M., Wang, C., Hu, X.-R., and Xie, C. (2013), Efficiency Evaluation 
of Industry-University-Research Institute Collaboration : A Case 
Study of Suzhou, Industrial Engineering and Engineering Manage-
ment, 1463-1470.

Dhewanto, W. and Sohal, A. S.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
nizational Orient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R&D Management, 45(4), 339- 
360.

Guan, J. and Wang, J. (2004),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Know-
ledge Production Efficiency, Scientometrics, 59(1), 131-155.

Hsu, F.-M. and Hsueh, C.-C. (2009), Measuring Relative Efficiency of 
Government-Sponsored R&D Projects : A Three-Stage Approach,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2(2), 178-186.

Jeon, I. and Lee, H. (2015), Performance Evaluation of R&D Commer-
cialization : A DEA-Based Three-Stage Model of R&BD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41(5), 425- 
438.

Johnes, J. and Johnes, G. (1995), Research Funding and Performance in 
UK University Departments of Economics : A Frontier Analysi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4(3), 301-314. 

KISTEP (2009), 2009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Business 
Performance Analysis Report.

Kocher, M., Luptacik, M., and Sutter, M. (2006), Measuring Productivity 
of Research in Economics : A Cross-Country Study Using DEA,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s, 40(4), 314-332.

Lee, D., Seo, I., Choe, H., and Kim, H. (2012), Collaboration Network 
Patterns and Research Performance : The Case of Korean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Scientometrics, 91(3), 925-942.

Lee, H., Park, Y., and Choi, H. (2009), Comparative Evaluation of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grams with Heterogeneous Objec-
tives : A DEA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196(3), 847-855.

Lee, H. and Shin, J. (2014), Measuring Journal Performance for 
Multidisciplinary Research : An Efficiency Perspective, Journal of 
Informetrics, 8(1), 77-88.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산학연 공동연구 성과 평가 163

Lee, H. Y. and Park, Y. T. (2005),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R&D 
Efficiency : DEA Approach,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
tion, 13(2), 207-222.

Lee, S. H., Kim, T. S., and Lee, H. Y. (2015), Measuring the Dynamic 
Efficiency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in R&D and Commer-
cialization by DEA Window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Opera-
tion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32(4), 192-207. 

Lee, S. and Lee, H. (2015), Measuring and Comparing the R&D 
Performance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 A Bottom-Up 
Data Envelopment Analysis Approach, Journal of Informetrics, 
9(4), 942-953. 

Liu, J. S. and Lu, W.-M. (2010), DEA and Ranking with The Network- 
Based Approach : A Case of R&D Performance, Omega, 38(6), 
453-464.

Luwel, M., Noyons, E. C. M., and Moed, H. F. (1999), Bibliometric 
Assessment of Research Performance in Flanders : Policy Back-
ground and Implication, R&D Measurement, 29(2), 133-142.

Meng, W., Zhang, D., Qi, L., and Liu, W. (2008), Two-Level DEA 
Approaches in Research Evaluation, Omega, 36(6), 950-957.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Research Situa-
tion Analysis of GRIs.

Nam, I. S., Song, Y. Y., and Jeong, B. H. (2008), Analysis of Relative 
Efficiency of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Using DEA 
model,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31(1), 1-10.

Narin, F. and Hamilton, K. S. (1996), Bibliometric Performance Mea-
sures, Scientometrics, 36(3), 293-310.

NSTC (2009), National R&D Performance Analysis and Implications.
Ortega, J. L., López-Romero, E., and Fernández, I. (2011), Multivariate 

Approach to Classify Research Institutes According to Their Out-
puts : The Case of The CSIC’s Institutes, Journal of Informetrics, 5  

(3), 323-332.
Park, S. M. (2014), Identification of DEA Determinant Input-Output 

Variables : An Illustration for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Govern-
ment-Sponsored R&D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40(1), 84-99.

Revilla, E., Sarkis, J., and Modrego, A. (2003), Evaluating Performance of 
Public-Private Research Collaborations : A DEA Analysis,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54(2), 165-174.

Rousseau, S. and Rousseau, R. (1997), Data Envelopment Analysis as A 
Tool for Constructing Scientometric Indicators, Scientometric, 40 
(1), 45-56. 

Rousseau, S. and Rousseau, R. (1998), The Scientific Wealth of Euro-
pean Nations : Taking Effectiveness into Account, Scientometric, 42  
(1), 75-87.

Sharma, S. and Thomas, V. (2008), Inter-Country R&D Efficiency 
Analysis : An Application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Sciento-
metric, 76(3), 483-501. 

STEPI (2013),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ation of Universities 
and GRIs.

Sylvan, K. J. and Martin, B. R. (1997), What is Research Collaboration? 
Research Policy, 26(1), 1-18.

Wang, E. C. and Huang, W. (2007), Relative Efficiency of R&D 
Activities : A Cross-Country Study Accounting for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DEA Approach, Research Policy, 36(2), 260-273. 

Yim, D. S. and Kim, W. D. (2005), The Evolutionary Responses of 
Korea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in A Changing National 
Innovation System,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10(1), 31-55. 

Yuezhi G. and Xia, F. (2010), The Innovation Efficiency of Industry- 
University-Research Cooperation Based on DEA, Information Mana-
gement, Innovation Management and Industrial Engineering, 3, 
345-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