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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실증한 기존 연구가 없다는 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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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5개년도 출연(연) 연구성과 

 인력구조를 추  조사  분석하고, 평균연령과 연구성과 간의 상 계의 실증을 시도했

다. 그 결과 논문성과와 평균연령은 역U형 상 계가 존재하고, 최  평균연령은 44.96세라

는 을 확인하 다. 특허성과에 있어서는 평균연령과의 상 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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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Declining research competitiveness and inefficiency are constantly being 

rai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edia for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GFRIs), which are highly dependent on government funding. These external 

stakeholders point to the workforce aging of the GFRIs as one of the main causes of 

inefficiency. They insist that the aging leads to an increase in labor costs, a discontinuity 

in research, a decrease in employment of new researchers, and a decrease in research 

competitiveness. However, the GFRIs argue that the aging is a natural phenomenon due to 

an increase in the age of recruitment, and even if there is an side effect, it is extremely 

small or even vice versa. It is interesting that there is no empirical study identify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orkforce aging and the research performance of the GFRIs, 

despite the discussion.

This study tracked and analyzed the changes of the research performance and the 

workforce for the five years from 2011 to 2015, and tried to demonstr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orkforce aging and the research performance.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there is an inverted U-type correlation between the aging and the papers, one of the 

research performance, and that the optimal age is 44.96 years. Also, we could not find 

any correlation between the aging and th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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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이하 ‘출연(연)]은 학, 기업과 함께 국가 신체제

(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성하는 3  주체  하나로 주로 기술  측면에

서 국가의 미래성장을 비하고 응하는 성격을 지닌 국가연구기 이다.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외에 기계, 자통신, 화학, 조선, 표 , 원자력 등 주력 산업별로 모

두 25개 출연(연)이 운 되고 있다. 사회과학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 과 비교하면 그 성

과가 산업경쟁력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논문  특허 등 객 화가 가능한 성과를 토

로 기술경쟁력의 에서 로벌 연구기 과 직 인 비교  검증되는 특성이 있다.

한편, 최근 불투명한 국가 미래와 성장잠재력 하로 인해 정부 과학기술 투자의 비효

율성에 한 비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출연(연)은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주도하는 핵심주체  하나로 운 비의 88% 가량을 정부에 의존하면서도 연구경쟁력이 

차 하되고 있다는 지 이 많다. 개척기와 성장기 시 에 출연(연)이 학과 기업에 

고 인력의 수조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인력 유동성이 약화되면서 논란이 차 불거지

는 양상이다. 국회와 언론 등 외부 이해 계자는 성장잠재력 약화의 원인  하나로 출

연(연)의 평균연령 증가를 지목한다. 국정감사에 의하면 출연(연)의 평균연령은 2000년 

39.6세에서 2014년 44.0세로 높아졌으며, 2008년 비 2011년도엔 30 가 14.3%가 감소

했는데 반하여 50  이상이 40.0% 증가하는 등 고령화 경향이 나타난다(국정감사, 2011, 

2013, 2014; 장병완, 2013). 자신문(2016)에서도 “출연연이 늙어간다…연구원 70%가 40

 이상”이라는 기사를 통해 10명  7명이 40  이상이라고 지 하는 등 언론 역시 같

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처럼 평균연령 증에 한 우려는 차 국가  쟁 으로 심화되

고 있다( 자신문, 2016, 2017; 디지털타임즈, 2016; 국정감사 2011-2016 외 다수).

주요 문제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건비에 한 우려이다. 평균연령 증가

는 인건비 증가와 곧장 연계되기 때문이다. 2015년도 기 으로 출연(연) 인건비는 97백

억 원 수 으로 약 1조 원에 육박한다(공공기  알리오, 2016). 당해 체 국가연구개발

산이 18조8,747억 원이었던 을 감안하면 총 산  5%가 출연(연) 인건비에 소요되

었으며, 출연(연) 총 산 4조7,192억 원  약 20%가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 핵

심은 평균연령 증가 추세에 맞는 인건비 증가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는 

이다. 두 번째는 연구명맥 단 에 한 우려이다. 1980-90년  출연(연) 성장기에 유입

된 연구인력이 퇴직 시 을 맞이함에 따라 규모 퇴직이 연이어 일어날 것으로 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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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에게 축 된 연구노하우가 후배 연구자에게 수되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은 연구인력 유입 하 문제가 거론된다. 연장자 

증가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은 연구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지가 어들게 된

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연구경쟁력 하 우려이다. 평균연령이 일정 수  이상으로 높아

지면 장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인력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조직의 노화가 로벌 

연구환경 변화 등에 시 응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결과에서도 연

구생산성은 40  반 사이에서 단일 최고 (peak point)을 맞고 이후부터 차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엄미정 외, 2015; Cardoso et. el., 2011; Simonton, 1994, 

1991; Bernier et al., 1975; Stern, 1978; Lehman, 1945, 1953 외).

하지만 당사자인 출연(연)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김승태 외, 2016). 출연(연) 

리더십 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보면 출연(연) 입직(入職) 시 요구되는 수 이 

높아짐에 따라 진입 연령도 30  후반까지 증가하는 것이 실이며, 따라서 연구인력

의 평균연령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는 상은 자연스러운 상이라는 것이다. , 평균연

령 증가에 따라 연구경쟁력이 하된다는 외부의 우려에 해서도 오히려 연령증가에 

따라 학술 , 경험  깊이가 더해지면서 양질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외부의 우려와는 반 의 시각을 보이는 것이다.

논쟁을 둘러보면 몇 가지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문제 이 있다. 우선, 인력구조에 

한 데이터의 문제이다. 이 까지 인용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단년도나 정책에 따라 편향

되기 쉬운 자료를 토 로 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부족했다. 과학기술의 첨병 역할을 수행

하는 출연(연)의 특성상 외부 공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축 된 자료를 확보하기

도 어렵다. 다음으로 출연(연) 평균연령 증가가 실제로 연구성과의 하로 이어지는지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연령과 연구생산성 간 상 계에 한 기존 연구는 주로 학의 

개인 연구자를 분석단 로 하고 있는데 이를 그 로 출연(연)에 용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출연(연)은 정부가 지정한 고유임무를 규모 사업을 조직 으로 수행하는 단

일 연구주체로 연구실 단 의 소규모 연구그룹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과는 큰 차이

가 있다. 일 로 해외 주요 연구기 인 일본의 이화학연구소는 상근 연구직의 평균연령

이 우리보다도 높은 47.7세이며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역시 47.4세에 이르고 있지만 연령

과 련한 연구경쟁력 하 논쟁은 찾아볼 수 없다.1)

이와 같은 인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 단 에서 평균연령의 증가가 연구성과와 

1) http://kyuuryou.com (2016.9월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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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해 연차별로 축 된 자료를 통하여 실증 분석하고자 한

다. 그 결과 상 계가 존재한다면 그 향력의 크기와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최  

연령 는 어디인지 여부 등 단순 자료 비교를 통한 비  근과는 다른 심층 분석을 진

행할 것이다. 분석결과는 출연(연) 인력구조 연구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평균연령 증가

에 응해 정책 안 마련을 한 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확보된 기

자료는 출연(연) 인력구조와 련되어 정규 수합된 최 의 집합 , 연속  자료로써 향

후 지속 인 찰 가능성과 연구방향에 한 기 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  Ⅱ장에서는 연령과 성과 간의 상 계를 다룬 

기존 문헌의 검토를 통하여 조직 단 의 평균연령 증가가 조직의 연구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시사 을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인력구조  연구성과에 한 자료조사  분

석을 통하여 실증 자료를 확보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연구모형의 제시와 함께 출연(연) 

평균연령-연구성과 간 상 계를 규명하고 Ⅴ장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Ⅱ. 연령과 연구성과의 상 계에 한 기존 논의

생산성과 연령 간에는 일정 수 의 상 계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Simonton, 1984, 1988, 2012). 련 연구  일부는 신  성과의 창출 시 에 한 개

인차에 을 두고 있고(Eysenck, 1995; Price 1975; Shockley, 1957), 다른 일부는 생애

주기 에서 근하고 있다(McCrae, 1987; Diamond, 1984; Cole, 1979; Bernier et al., 

1975; Merton, 1968, 1973; Zuckerman & Merton, 1972; Lehman, 1953 외 다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생애주기 으로 이들 연구는 다시 크게 세 가지 

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리만(Lehman, 1945, 1953)이나 사이먼톤(Simonton, 1994)과 

같이 성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최  연령이 존재하며, 연령이 일정 수  이상 증가하면 

성과는 어든다는 최 연령 가설(optimal aging hypothesis)에 해당한다(Stern, 1978). 

년생보다는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쌓고 있으면서도, 연장자보다는 상 으로 은 연

령 가 새로운 변화의 조류에 극 으로 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 

가설을 표하는 연구모형은 창의모형(creativity model)으로 창의  잠재력(creative 

potential)이 한정 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성과도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Simonton, 1984). 많은 연구에서도 40  내외까지 성과가 증가하다가 차 속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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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lerating) 단일 최고 (peak point)을 맞이하고, 결국 진 으로 감소(gradually 

declining)하는 역U형이나, 역선형 상 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엄미정 외, 

2015; Simonton, 1991, 1994, 2012; Cardoso et al., 2011; Falagas et al., 2010; Holden, 

2008; Over, 1988; Horner et al., 1986; Gieryn, 1981; Stern, 1978; Bernier et al., 1975; 

Lehman, 1953).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s)나 질  수 (quality or quantity) 등 방식

에 한 차이가 있지만 최 연령 가설은 높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으며(Simonton, 2012), 

특이성과에 해도 정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Dietrich & Srinivasan, 2007; Simonton, 

1994; Stern, 1978; Zuckerman, 1977; Zuckerman & Merton, 1972; Adams, 1946). 표

으로 쿤(Kuhn, 1996)은 신  성과(revolutionary discoveries)는 을수록 유리하다고 

보았는데, 이(Wray, 2003, 2004)의 실증 결과  연령(middle-aged) 에서 신성과

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두 번째는 머튼(Merton, 1973)처럼 연령과 함께 성과도 증가한다는 증 가설

(incremental hypothesis)에 해당한다(Stern, 1978). 이 가설은 연구사회 내 장로제

(gerontocracy)  특성과 계층구조(hierarchical structure)와의 조화로 설명된다. 계층구

조의 상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성과의 창출에 보다 유리하며, 상  연장자가 계층

구조의 상층부를 유하기 쉽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 의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해진다

는 것이다. 즉, 교육과 학술 수 이 제고되고 많은 경험이 쌓이면서 연구사회 내에서 권

(authority)와 명망(prestige)을 얻게 되며 이에 따라 연구생산성 증진에 필요한 자원

(resources)  보상(rewards)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령과의 계는 

주로 선형성(linearity)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된다(노용진, 2014; Jones, 2010; Stroebe, 

2010; Kyvik & Olsen, 2008; Cole, 1979; Allison & Steward, 1974, Merton, 1968, 1973, 

Zuckerman & Merton, 1972; Dennis, 1956).

마지막은 둘 사이에는 상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  가설(unrelated hypothesis)

에 해당한다. 스턴(Stern, 1978)은 논문 수, 인용횟수(citations) 등을 검토한 결과 비교  

은 40  이하의 높은 생산성을 찰했지만 동시에 50  이상에서도 같은 결과를 찰

함으로써 이를 통할 수 있는 통합  설명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 다.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요한 시사 을 제시하는 몇 가지 연구가 있다. 

먼 , 깅그라스 외(Gingras et al., 2008)는 연령에 따라 양  성과는 하되나 질  수

은 그 로 유지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연령에 따른 역할 변화가 원인으로 40  이후 연

구경직성이 나타나지만, 사회  지 가 체제로 작용함으로써 질  수 이 높아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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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최 연령 가설로는 성과의 양  수 을, 증 가설로는 질  수 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하게 코스타스(Costas et al., 2010)는 연구자를 생산성에 따라 상 , 하

그룹으로 구분하고 하 그룹의 경우 최 연령 가설이 검증되지만, 상 그룹에서는 증 

가설이 검증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 라, 제도, 개인  특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하 그룹의 성과 도출의 동기는 어들지만 상 그룹에서는 반 의 동기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성철(Chung, 2015)의 경우 조직 단 에서의 연구성과와의 상 계를 살펴보기도 

하 다. 조직 내 40세 미만 연구자 비 55세 이상의 연구자의 비율을 살펴보는 연령지

수(aging index) 개념을 도입하여 집합  성과(aggregated achievement)와의 상 계

를 찰하고 그 형태를 역U형으로 보고한 바 있다. 김태유⋅김의성(2014)은 거시경제학

 모델링  실증 데이터를 통하여 연령에 따른 능력과 생산성 분석을 시도하 다. 그 

결과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 은 50-55세 구간이지만 역량에 따라 상이한 특성이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 다. 즉, 고령자의 육체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1%씩 지속

으로 감소하는 반면, 언어와 련된 결정지능 등의 인지능력은 50 까지 상승하여 70

까지도 청년층과 유사한 수 의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성과 유형

에 따라서 상이한 상 계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연(연) 상의 연구도 있다. 엄미정 외(2015)는 출연(연) 연구자의 정 정년 분석을 

통한 고경력 연구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학  출연(연)의 

연령별 연구생산성 계를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 연령과 연구생산성 간의 계는 역

U자 모형이며 연령별 연구생산성 최  시 이 학은 46.63세, 출연(연)은 40.72세로 두 

집단 간 차이는 정년 시기의 차이로 추정하 다. 다만, 분석단 나 방법은 연구자 수

에 머물 다.

요는 분석 상이나 수 , 시기, 방법 등에 따라 세 가지 가설이 교차되어 검증되고 있

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은 연령과 생산성 간의 계를 검증하는데 있어 목 과 상

을 구체 으로 특정하고,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정교한 연구모형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 그간의 연령과 연구생산성 간 계를 규명한 연구의 경우 분석 상이 ‘개인’

에 한정된 것이 부분이었다(엄미정 외, 2015; Wray, 2003, 2004; McCrae, 1987, 

Diamond, 1984, Cole, 1979, Bernier et al., 1975; Merton, 1968, 1973; Zuckerman & 

Merton, 1972; Lehman, 1953 외 다수). 이들은 개인 단 의 독립된 연구를 가정하고 있

어 조직체계와 역할 분담, 집합  성과의 특성을 지닌 조직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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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출연(연) 인력구조  연구성과 변화 추이

자료의 신뢰성  최신성, 연속성, 집계 한계 등을 고려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

지로 한정하고, 신뢰성 확보를 해 출연(연)별로 수합하되 기존 연구(김병목, 2016)  

공공기 알리오와의 복항목을 통해 비교, 검증하 다. 연구성과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의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논문은 스코퍼스(Scopus) 데이터베이스를, 특허는 미국특허

청(USPTO),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 국국가지식산권국(SIPO) 자료를 활

용하 다.

1. 인력구조 변화 추이 (2011～2016)

총원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13,551인에서 2015년 16,303인으로 연평균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1>).2) 년 비 변화율을 살펴보면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요한 변곡 이 나타나는 것이 찰된다. 2012년도를 기 으로 정규직 비 비

정규직은 55.46%까지 높아졌다가 하락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37.64%까지 하락한 것으

로 나타난다. 정규 연구직 역시 년 비 증가율이 2012년 이 에는 2% 에 머물 던 

증가율이 이후에는 4%  후반까지 변화하는 것이 찰된다.3)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

화를 기조로 기획재정부가 주 이 되어 추진한 공공기  선진화 정책(2008-2012)이 실

효한 시 과 맞물리는 것으로 정권이 바 며 정책 방향도 노동 안정성 강화로 환됨에 

따라 비정규직 리체계가 도입되면서 빠르게 정규직 심 구조로 회귀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2) ‘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

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한국 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

구원, 한국표 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

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한국 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

원, 안 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5개 출연(연)을 의미한다. 

3) 22개 출연(연)은 ‘  출연(연)’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개 출연(연)은 보안 등의 이유로 인력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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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30세 미만 30～35세 35～40세 40～45세 45～50세 50～55세 55～60세 60세 이상 평균연령

2011
인원 수 162 614 1,556  1,508  1,036  1,056 576  78 43.20 

% 2.46% 9.32% 23.63% 22.90% 15.73% 16.03% 8.75% 1.18%  N/A 

2012
인원 수 179 542 1,518 1,610 1,066 1,095 660 142 43.43 

% 2.63% 7.96% 22.28% 23.63% 15.65% 16.07% 9.69% 2.08%  N/A 

2013
인원 수 179 603 1,368 1,756 1,136 1,074 752 201 43.38 

% 2.53% 8.53% 19.35% 24.84% 16.07% 15.19% 10.64% 2.84%  N/A 

2014
인원 수 196 657 1,306 1,807 1,233 1,071 879 214 43.54 

% 2.66% 8.92% 17.74% 24.54% 16.75% 14.55% 11.94% 2.91%  N/A 

2015
인원 수 170 667 1,232  1,742  1,442  1,025 990 295 43.90 

% 0.02 0.09 0.16 0.23 0.19 0.14 0.13 0.04  N/A 

2016
인원 수 202 681  1,261  1,824  1,436 990  1,019 310 44.15 

% 2.62% 8.81% 16.33% 23.61% 18.60% 12.82% 13.20% 4.01%  N/A 

연평균 

증감률

소계 4.51% 2.08% -4.12% 3.87% 6.75% -1.28% 12.09% 31.78% 0.44%

% 1.24% -1.12% -7.12% 0.62% 3.40% -4.37% 8.57% 27.65% N/A

※ 출처: 각 출연(연) 개별조사 

<표 2> 22개 출연(연) 인력구조의 연령 별 변화 추이 (정규⋅연구직, 2011-2016)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규직 (A) 9,210 9,355 9,653 9,888 10,085 10,467 10,854 11,322 11,845 

년 비 　N/A 1.57% 3.19% 2.43% 1.99% 3.79% 3.70% 4.31% 4.62%

비정규직 (B) 4,341 4,625 4,701 4,594 5,218 5,805 5,193 4,524 4,458 

년 비 　N/A 6.54% 1.64% -2.28% 13.58% 11.25% -10.54% -12.88% -1.46%

정규 연구직 7,042 7,240 7,405 7,761 8,132 8,399 8,665

년 비 N/A 2.81% 2.28% 4.81% 4.78% 3.28% 3.17%

합계 13,551 13,980 14,354 14,482 15,303 16,272 16,047 15,846 16,303 

년 비 N/A 3.17% 2.68% 0.89% 5.67% 6.33% -1.38% -1.26% 2.89%

B / A 47.13% 49.44% 48.70% 46.46% 51.74% 55.46% 47.84% 39.96% 37.64%

※ 출처: 2007～2008 - 공공기 알리오 (http://www.alio.go.kr/), 2009～2015 – 각 출연(연) 개별조사

<표 1>  출연(연) 총원  연도별 증감 추이 (2007-2015) (단 : 인)

정규 연구직의 연령구조  연령 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표 2>). 연령구조를 보

면 2016년도를 기 으로 35세부터 50세까지가 체의 58.54%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40세 이상부터 45세 미만까지 24.25%, 45세 이상 50세 미만 18.86%, 35세 이상 

40세 미만 15.15%, 55세 이상 60세 미만 13.20% 순이다. 재의 인력구조는 항아리형

(pot shape)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연령구조상 50세 이상이 체의 30.03%, 55세 

이상은 체의 17.21%로 나타났는데 출연(연)의 정년이 61세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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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최소 퇴직인력의 규모는 총원의 30.03%, 5년 내는 17.21%임을 시사한다. 연령

별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5년간 60세 이상은 연평균 31.75%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55세 이상 60세 미만이 12.09%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반 로 35세 이상 40세 미만은 

-4.12%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50세 이상 55세 미만도 -1.28%로 감소했다. 해당 기간 40

세 미만까지의 상 으로 은 연령 는 정체 혹은 감소한 반면, 55세 이상은 크게 증

가한 것이다. 이는 인력구조가 역피라미드형(inverted pyramid shape)으로 환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구분

2011 2012 2013

기

원

퇴직

인원

신규

정원

신규

채용

기

원

퇴직

인원

신규

정원

신규

채용

기

원

퇴직

인원

신규

정원

신규

채용

인원 수 8,835 224  26 402 9,057 223 257 530 9,351 241 281 568 

기 원 

비
100.00% 2.54% 0.29% 4.55% 100.00% 2.46% 2.84% 5.85% 100.00% 2.58% 3.01% 6.07%

구분

2014 2015 연평균 증감률

기

원

퇴직

인원

신규

정원

신규

채용

기

원

퇴직

인원

신규

정원

신규

채용

기

원

퇴직

인원

신규

정원

신규

채용

인원 수 9,788 277 377 647 10,143 244 375 575 

3.51% 2.16% 94.88% 9.34%기 원 

비
100.00% 2.83% 3.85% 6.61% 100.00% 2.41% 3.70% 5.66%

※ 출처: 각 출연(연) 개별조사 

<표 3> 22개 출연(연) 퇴충 변화 추이 (정규⋅연구직, 2011～2016)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43.2세 던 것이 2012년도에는 43.43세로 소폭 증

가하 지만 이후 감소하여 2013년도에 43.38세로 감소하 다가 다시 높아지면서 2014년

도 43.54세, 2015년도에는 43.9세, 그리고 2016년도에는 44.15세까지 지속 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인력의 평균연령은 5년간 약 0.95세가 증가한 것이다. 증가 추세는 

일정하고 꾸 하게 유지되고 있어 연령 별 증감 추세를 같이 고려해 보았을 때 별도의 

정책  고려가 없는 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채용 황을 살펴보자(<표 3>).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에 걸쳐 퇴직인

원은 200명 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채용은 두 배가 넘는 400명 에서 500명  후반

까지 증가했다. 연평균 증감률을 보아도 퇴직인원은 2.16% 증가에 그친 반면, 신규채용

은 네 배 수 인 9.34%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채용이 퇴직보다 훨씬 많은 수 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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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는 것이다. 다만, 신규인력의 충원 속도가 퇴직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

어 충원을 효과 으로 활용한다면 역피라미드화 속도를 제어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연구성과 변화 추이 (2009～2015)

스코퍼스에 따르면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9개 출연(연)의 국제논문 건수는 

4,411건에서 6,504건으로 증가했으며 해당 기간  총 국제논문 수는 29,913건으로 나타

난다(<표 4>).4) 연평균 증가율은 6.69%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5년도엔 –

1.74%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는 2013년 10월과 12월에 도입된 임무 심형 기

평가제도와 표 성과지표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출연(연)의 성과 리

체계를 양  심에서 질  심으로 근본 인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국가과학기술

심의회, 2013). 논문의 경우 이 까지는 출연(연)이 참여한 모든 논문성과를 인정했지만 

이후에는 과학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임무에 한하여 출연(연)이 제1, 2, 혹은 교신 자

인 경우에만 분야별 향력지수(impact factor)에 따라 인정하도록 환하 다. 2015년도

가 이에 따른 종합성과평가가 최 로 개시된 시기이고, 도입 후 1년간 장 착근의 기간

을 거쳤음을 감안한다면 추세 환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유럽, 일본, 국 등 각국 특허청에 공개된 특허정보를 살펴보아도 유사한 추이

가 찰된다. 특허성과의 경우 부설기 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본원과 통합하여 측정하 다.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9개 출연(연)의 국제특허 건

수는 574건에서 1,442건으로 증가했으며 해당 기간  총 국제특허 수는 9,288건으로 나

타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19.30%로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역시 2015년도

에는 –6.30% 역성장세가 나타난다. 역시 질  성과 리체계의 도입 시 과 맞물리는데 

기술실시 등을 통하여 실제로 활용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특허활용률과 미활용특허 등에 

한 본격 인 리가 개시된 시 과 일치한다. 연구직 1인당 건수를 살펴보면 같은 기

간 동안 0.08건에서 0.17건으로 연평균 12.93%씩 꾸 히 증가한 것이 찰된다. 1인당 건

4) 19개 출연(연)은 ‘  출연(연)’  녹색기술센터,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재료

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안 성평가연구소 등 6개 부설연구기 을 제외한 것이다. 부설연구기

의 논문성과는 조사 상에서 제외하 고, 특허성과는 본원과 통합하여 조사하 다. 다만 녹

색기술센터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경우 특허성과를 도출하지 않는 유형의 출연(연)이라는 

을 고려하여 본원과 통합하지 아니하고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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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연령 

증가 문제의식

인력구조 

조정정책 도입 

 시행 경험

속 퇴직에 

따른 명맥 

단  우려

연령에 따른 

연구경쟁력 

하

고경력자에 

한 문제의식

출연(

연)

동의 2 4 1 7 2

비동의 9 - 3 4 2

의견 없음 1 8 8 1 8

외부 

문가

동의 2 - 1 2 2

비동의 - - - - -

의견 없음 - 2 1 - -

※ 12개 출연(연)  계 문가 상으로 2016.7월부터 12월까지 4차에 걸쳐 실시 (김승태 외, 2016)

<표 5>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요약

수 측정에서 연구직의 총원은 부설기 이 있는 경우 부설기 까지 통합하여 산출하 다. 

역시 2015년도에는 년 비 –8.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계 연평균 

논문

건수  4,411  4,678  4,941  5,677  6,172  6,619  6,504 29,913 6.69%

년 비 3.64% 6.05% 5.62% 14.90% 8.72% 7.24% -1.74% N/A N/A

연구직 1인당 0.67 0.70 0.72 0.80 0.83 0.87 0.83 N/A 3.07%

년 비 　N/A 3.72% 3.56% 10.18% 4.06% 4.37% -4.36% N/A N/A

특허

건수 574 847 878 1,110 1,407 1,539 1,442 9,288 19.30%

년 비 18.60% 47.56% 3.66% 26.42% 26.76% 9.38% -6.30% N/A N/A

연구직 1인당 0.08 0.12 0.12 0.15 0.18 0.19 0.17 N/A 12.93%

년 비 N/A 44.11% 1.42% 20.88% 21.33% 6.18% -8.88% N/A N/A

※ 논문 출처: 스코퍼스 데이터베이스(Scopus, 2016.9월 조회)

※ 특허 출처: 미국, 유럽, 일본특허청(USPTO, EPO, JPO)  국국가지식산권국(SIPO) (2016.9월 조회)

<표 4> 19개 출연(연)별 국제논문, 국제특허 건수 (2011-2015)

3. 포커스그룹 인터뷰

12개 주요 출연(연) 리더십  계 문가를 상으로 평균연령 증과 연구경쟁력 

하를 주제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해본 결과 외부 문가의 심각한 문제의식과 

달리 출연(연) 리더십은 평균연령 증에 한 문제의식 공감도가 상 으로 낮은 편으

로 나타났다(<표 5>)(김승태 외, 2016). 즉, 연구생산성 하의 문제는 연령보다 보직 해

임의 시 과 연 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경력 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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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연구 장 응력 부족에 한 문제의식에는 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연구경쟁력-

연령 증가 간 상 성에 해 논문이 40  내외에서, 특허는 50 에서도 경쟁력이 유지된

다고 응답하 고, 기술이 ⋅ 소기업 지원은 그 이후에도 지속 증가한다고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Ⅳ. 실증분석

1. 연구모형  변수설정

출연(연)은 정부의 소  하에 운 되는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산과 인력을 지원하면 

자원의 운용을 통해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국가⋅사회에 환원하는 기본 인 운 체

계를 지니고 있다. 다만, 소 의 의미는 일반 공공기 과 다르게 정부의 간섭 범 를 최

소화하고 있으며, 출연(연) 운 과 련된 부분의 사항을 자율재량에 일임하고 있다. 

즉, 소 은 지원과 육성의 에서 과학기술 분야 출신 문가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두고 연구회가 출연(연) 운 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스스로 결

정하도록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때 출연(연) 련 연구모형에서는 자원인 

산과 인력, 그리고 운 환경에 해당하는 운 주체인 정부와 연구회 정책을 감안하는 것

이 필요하다. 다만, 운 환경은 출연(연)별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출연(연) 단

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다.

기 의 특성상 시간이 흐름도 성과 도출에 요한 향을 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연구비  인력을 안정 으로 유지하는 규모의 확보가 가능해지고, 연구시설⋅장비 

등의 기본 인 라가 충실히 갖추어질 뿐 아니라, 노하우의 축 에 따라 안정 인 성과창

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정수  외, 2016; 박순애⋅권혜연, 2014; Wang, 2013). 이러한 

특성은 제도 외  요인에 해당하지만 성과에 직 인 향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자원  하나인 인력, 특히 인력구조의 에서 그간 정

책  심 밖에 놓여 있던 연령에 한 사항이다. 연령은 연구성과 창출에 한 연

성을 지니고 있다고 일반 으로 믿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책으로 다루어진 

이 없었고, 실 논쟁의 심에 있으면서도 련 연구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

으로는 평균연령을 독립변인으로 용한다. 다만, 연구개발 활동에 직  여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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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 상이므로 상은 행정직, 연구직, 기술직  연구직으로 한정한다. 

출연(연) 성과는 유형성과(tangible achievement)와 무형성과(intangible achievement)

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다. 유형성과는 논문, 특허, 기술이  등 정량  확인이 가능한 성

과를 의미하고, 무형성과는 지식의 축 과 확산, 기술의 확보 등 정성 으로만 확인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확인이 가능한 유형성과, 그 에서도 공공부문 

연구기 의 표성과라고 할 수 있는 논문과 특허를 실증 상으로 한다(김주경 외, 

2014; 최호  외, 2011; 김재홍, 2010; 최태진, 2007).

실증은 앞서 논했던 연령과 성과 간의 상 계에 한 세 가지 유형의 가설인 최  

연령 가설(optimal age hypothesis), 증 가설(incremental hypothesis), 무  가설

(unrelated hypothesis)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상 계의 형태에 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해 선형 모형과 역U형 모형으로 구분하여 근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선형 모형()은 아래 식 (1)과 같다. 독립변수로는 총 산()과 연구직의 평균연령

()을 용하고, 통제변수로는 설립경과년도(), 총 산 비 정부출연 의 비율

(), 총원 비 정규직의 비율()을 용한다. 정부출연  비율이나 정규직 비율은 

각각 산구조(budget structure)와 인력구조(manpower structure)를 표하는 변수로 

연구성과에 요한 향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정수  외, 2016). 총원의 경우 따로 

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총원이 총 산과 높은 상 계수를 지니고 있어 용 실익이 

낮기 때문이다. 

        (1)

추정결과 모형()과 가 유의한 동시에 가 양의 값을 지니면 평균연령과 성과 간의 

상 계는 양의 상 계를 지니는 선형 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음의 값을 지

니면 음의 상 계를 지니는 선형 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역U형을 한 비선형 모형( )은 아래 식 (2)와 같다. 선형 모형에서 평균연령의 제

곱(

)이 추가된 형태로 이를 통하여 최  평균연령에 한 추정이 가능해진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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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의 측정 방법 평균 표 편차 N



 정규 연구직 1인당 

국제논문 수

총 국제논문 수* / 

총 정규 연구직 인원 수

* scopus 데이터베이스 기

1.10 건 .83 80



 정규 연구직 1인당 

국제특허 수

총 국제특허* 수 / 

총 정규 연구직 인원 수

* 미국, 유럽, 일본, 국 

특허청 공개 기

.09 건 .12 80

 총 산 총 산 (백만 원 단 ) 168,739 백만 원 137,294

 평균연령
정규 연구직 연령의 합 /

정규 연구직 총원 수
44.29 세 1.98 80


 평균연령의 제곱 의 제곱 값 1965.77 세 171.40 80

 설립경과년도 설립 이후 경과년도 32.94 년 9.51 80


총 산 비 

정부출연  비율

정부출연  / 총 산 

(백만 원 단 )
.48 .23 80


총원 비 

정규직 비율
정규직 총원 수 / 총원 수 .66 .14 80

<표 6> 변수  조작화 방법, 기술통계량

비선형 모형의 추정결과 모형( )과 가 유의한 동시에 가 음의 값을 지니면 평균

연령과 성과 간의 상 계는 역U형으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양의 값을 지니면 U형으로 

추정하게 된다. 만일 까지 유의하게 도출되는 경우 를 통하여 성과가 극 , 혹은 

극소가 되는 연령을 추정할 수 있다. 

결과 해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만일 선형 모형()이나 비선형 모형( ) 둘 의 하

나만 유의하게 실증된다면 출연(연)에 있어 평균연령과 연구성과 간의 상 계에 해 

증형이나 최 연령 가설이 성립함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모형이 모두 유

의하지 않게 실증된다면 무 계 가설, 혹은 본 모형으로는 상 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조  복잡한 경우는 두 모형이 모두 유의하게 도출되는 경우인데 이 경

우에는 보다 합한 모형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재차 귀결된다. 각 모형별 설명력

(adjusted ), 실증으로 추정 가능한 특징(empirically identifiable characteristics)의 분

석을 통하여 과소 표(under estimation), 과 표(specialization, over-determination)

의 가능성을 단하고 보다 합리 인 모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각 변수별 코딩 방법은 다음과 같다(<표 6>). 모든 변수의 측정  분석 단 는 출연

(연)이다. 먼  종속변수로 정규 연구직 1인당 논문  특허성과를 건수를 측정하 다

(각  , ). 독립변수로는 기 의 총 산을 백만 원 단 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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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고, 정규 연구직에 한 평균연령()과 이의 제곱 값(

)을 측정하 다. 통

제변수로는 출연(연) 설립 이후 경과년도()와 함께 정부출연 의 비율(), 정규직

의 비율()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22개 기 의 5년치 자료에 해 횡단면 분

석을 수행한다.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22개 출연(연)에서 수합한 총 사례 수는 80개 다(<표 6>). 정

규 연구직 1인당 국제논문 수는 평균 1.10건이었으며, 1인당 국제특허 수 .09건, 총 산 

168,739억 원, 평균연령은 44.29으로 나타났다. 설립경과년도는 평균 32.94년, 총 산 

비 출연  비율은 평균 .48, 총원 비 정규직 비율은 .66이었다. 

2. 분석결과

선형 모형()을 실증한 결과 1인당 논문 수와 1인당 특허 수 모두 실증되었지만, 평균

연령()에 해서는 1인당 논문 수에 해서만 정 인 상 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

타났다(    ). 앞서 논한 바와 같이 평균연령에 한 해석은 선형 모형뿐 아니

라 비선형 모형( )의 추정 결과를 함께 분석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

문에 비선형 모형 추정 결과와 함께 후술할 것이다. 통계도구로는 SPSS Statistics 20.0

을 활용했다. 

1인당 논문 수에서는 이외에도 통제변수로 감안한 설립경과년도(), 총 산 비 정

부출연 (), 총원 비 정규직 비율()이 유의하게 도출되었다(각    , 

    ,    )(<표 7>). 설립 후 오래 될수록 논문성과에 미세하게 좋

지 않은 향을 주는 것이나 총 산  정부출연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  향을 주

는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에도 부합하는 것이다(정수  외, 2016, 박순애⋅권혜연, 2014). 

설립 후 오래 경과할수록 양보다 질  성장을 추구하게 되면서 건수 기 의 성과가 주춤

해지는 것이 반 되는 것이고, 정부출연 의 경우 안정  연구개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성과 도출에도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규직 비율이 높아질수록 성과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에 해서는 향후 면 한 

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비율은 비정규직 비율과 완  연 (fully 

associated) 계에 놓여 있는데 이 같은 결과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질수록 논문성과

가 더 많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정규

직 비율과 성과 간의 양의 상 계를 보인다는 연구(박순애⋅권혜연, 2014; 민철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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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2013; 유홍림⋅박성 , 2007)와 그 지 않다는 연구결과(정수  외, 2016)가 상반되

어 나타난다. 본 연구의 상기간은 기에는 공공기  선진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이 

증하다가 정부 정책의 환으로 인해 2013년도부터 반 했던 기간에 해당한다. 해당 기

 후 비정규직의 처우 수 이 보완되는 등 보수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비

정규직에 한 격한 변곡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만으로 비정규직 효과에 

해 명확히 논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보다 면 한 찰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모형 1

1인당 논문 수

모형 2

1인당 특허 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표  오차

constant -1.598 1.870 .395 -.271 .277 .330

   .000 .000 .100 .501 .000*** .865 5.615 .000

 .079* .043 .188 .071 .007 .006 .110 .304

   -.022* .010 -2.299 .024 -.003* .001 -.221 .059

  2.080*** .482 4.312 .000 .130* .071 1.824 .072

 -1.787*** .657 -2.718 .008 -.053 .097 -.546 .587

N 80 80

   (Adjusted) .421 .375

F (p-value) 12.471*** (.000) 10.472*** (.000)

* p<0.1, ** p<0.05, *** p<0.001 

<표 7> 선형 모형()에 한 추정 결과

1인당 특허 수에 해서는 평균연령에 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외 총 산(), 설립경과년도()와 출연  비율()이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각    ,    ,     ) 그 결과에 한 해석은 1인당 논문 

수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정규직 비율의 경우 1인당 논문 수에서의 다

르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비선형 모형( )에 해 실증한 결과를 살펴보자(<표 8>). 비선형 모형( ) 

역시 1인당 논문 수와 1인당 특허 수 모두에서 실증되었지만 평균연령()이나 평균연

령의 제곱(

)에 해서는 1인당 논문 수에 해서만 평균연령의 증가에 하여 정

인 상 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평균연령에 

한 사항은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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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논문 수에서는 이외에도 모든 통제변수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설립경과년도

()와 정규직 비율()은 음의 상 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각 

   ,    ), 출연  비율()은 양의 상 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변수 간의 향력 한 선형 모형()과 유사한 수 으로 나

타났다. 1인당 특허 수 역시 선형 모형()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평균연령

()이나 평균연령 제곱(

)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이외 총 산(), 설립경

과년도()와 출연  비율()이 유의하게 나타났다(각    ,    , 

    ). 역시 향력의 크기도 선형 모형()의 실증 결과와 유사했다.

구분

모형 1

1인당 논문 수

모형 2

1인당 특허 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표  오차

constant -1.598 1.870 .395 -.271 .277 .330

   .000 .000 .100 .501 .000*** .865 5.615 .000

 .079* .043 .188 .071 .007 .006 .110 .304

   -.022* .010 -2.299 .024 -.003* .001 -.221 .059

  2.080*** .482 4.312 .000 .130* .071 1.824 .072

 -1.787*** .657 -2.718 .008 -.053 .097 -.546 .587

N 80 80

   (Adjusted) .421 .375

F (p-value) 12.471*** (.000) 10.472*** (.000)

* p<0.1, ** p<0.05, *** p<0.001 

<표 7> 선형 모형()에 한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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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3

1인당 논문 수

모형 3

1인당 특허 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표  오차  표  오차

constant -55.629** 24.498 .026 -6.138* 3.684 .100

   .000 .000 .270 .000*** .000 .914 .000

 2.559** 1.122 6.073 .025 .276 .169 1.635 .106




-.028** .013 -5.858 .030 -.003 .002 -1.597 .115

   -.026*** .010 -.292 .009 -.003** .001 -.250 .034

  2.501*** .507 4.930 .000 .176** .076 .342 .024

 -1.800*** .641 -.295 .006 -.055 .096 -.063 .573`




44.96 (N/A)

N 80 80

   (Adjusted) .450 .388

F (p-value) 11.754*** (.000) 9.355*** (.000)

* p<0.1, ** p<0.05, *** p<0.001 

<표 8> 비선형 모형( )에 한 추정 결과

이제 평균연령에 한 실증 결과를 살펴보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인당 논문 수에서 

선형 모형()과 비선형 모형( ) 모두에 평균연령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형별 

설명력(adjusted )을 살펴보면 선형의 경우 .421, 비선형은 .450으로 나타났는데 출연

(연)에 한 연구모형의 일반  설명력이 0.4에서 0.6 수 에 머무른다는 을 고려하면 

과소 표(under estimation)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선형 모형의 설명력이 상

으로 더 높고, 연령()과 연령 제곱(

)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고려하면 

상 계는 포물선 형태로 추정할 수 있으며, 연령의 제곱(

)의 향력은 음수로 나타

나 그 형태는 역U형(inverted U-curve)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된 최  평균연

령이 경험구간 내에 존재하는 으로 미루어볼 때 과 표(over determination)의 우려 

한 높지 않을 것이다. 성과가 극 가 되는 최  평균연령()은 44.96세 다. 

출연(연) 단 에서 평균연령과 논문성과 간의 상 계는 최 연령 가설(optimal 

aging hypothesis)이 검증됨이 통계 으로 실증된 것이다. 다만, 기존 연구자 수 의 연

구결과에서 최  연령이 40세 수 이었던 것을 상기해본다면 조직 단 의 최  연령

는 그보다 4세가량 연장된 것이 확인된다. 재 출연(연)의 평균연령 44.15세임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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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논문성과의 창출에 있어 출연(연)은 이미 최  인력구조에 근 하고 있으며 재 

연평균 0.2세 내외의 평균연령의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4년에서 5년 내에 최  연령

을 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출연(연) 평

균연령의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연구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감안한다면 연구경쟁력의 보 과 제고를 해

서 연구인력의 평균연령이 일정 수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정책  심이 필요할 

것이다. 

특허의 경우 평균연령과의 연 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평균연령과 특허성과 간의 상

계를 실증하기 한 회귀 결과는 신뢰수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허성과의 경우 평균연령과의 계가 무 계 가설(unrelated hypothesis)

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재의 경험치만으로는 세 가지 유형 에서는 합한 모형을 찾

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한정 으로 수집

된 자료를 통하여 실증을 시도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출연(연)은 30  후반에서 40  

후반까지 해당하는 평균연령 만을 경험하는데 그쳤다. 인력의 순환구조를 갖추고 있

는 출연(연)에서는 사실상 이외의 평균연령을 경험했을 가능성도 낮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 연구인력이 30  반의 신진 연구자로 구성되거

나 50  반 이후의 연장자로 구성되는 극단 인 평균연령은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한편, 출연(연) 리더십 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수의 리더

십은 연구성과와 연령 간의 역U형 상 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성과가 극 화되는 최  

연령은 논문이 40  반, 특허가 50 , 기술이 은 50  이후에도 증 한다고 응답하

고 있다(김승태 외, 2016).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험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

의 결과만으로 무리하게 무 계 가설을 주장하는 것은 과 해석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

이 높으며, 향후 지속 인 자료의 축 과 경험의 확장을 통해 상 계를 재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언

지 까지 출연(연)을 분석단 로 연구인력의 평균연령과 연구성과 간의 상 계에 

해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논문성과의 경우 연구자 개인 단 에서의 분석결과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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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에서도 연구성과가 극 화되는 최  평균연령이 존재하며, 그 이상으로 높아지

면 연구성과가 진 으로 하되기 시작한다는 역U형의 최 연령 가설이 실증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최  평균연령은 44.96세로 나타났다. 출연(연) 인력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면 고경력 연구자가 신진 연구자에 비해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평균연령도 지속

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재 평균연령은 44.15세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종합해본다면 재 출연(연)의 평균연령은 최  연령에 근 한 수 이나 인력구조의 

변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고경력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세  간 구성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에서 출연(연)의 연구경쟁력 유지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성과와 평균연령의 상 계가 유의하게 도출된 것과 달리 특허성과의 경우에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허의 경우 논문보다 성과 도출의 극 화 시 이 상

으로 더 높은 연령층에서 나타난다는 출연(연) 리더십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30  

후반에서 40  후반까지의 연령 만을 경험한 지 까지의 출연(연)이 아직 최  연령

를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허성과에 하여 본 연구의 결과만을 놓고 

평균연령과의 무 계 가설(unrelated hypothesis)의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출연(연) 연구인력의 평균연령 증가에 한 문제제기

에 해 논 의 핵심이 되는 출연(연) 단 의 평균연령과 연구성과 간의 상 계에 

한 해답을 모색했다는 에서 요한 의의가 있다. 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연령과 

생산성 간 상 계에 한 조직 단 의 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을 고려할 때 연

구 상을 개인에서 조직 단 까지 확장했다는 의의도 찾을 수 있다. 한, 이제까지 출

연(연)에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에서도 향후 출연(연) 단

의 연구에 주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는 앞서 최근 5년간 자료에 

한정됨으로써 패 분석과 같은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와 같은 한계가 

일반화된 해답의 모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더불어 최근 출연(연) 

정책의 골간이 되고 있는 출연(연)별 고유임무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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