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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전 세계 5위 수준이며, GDP 대

비 비중으로는 세계 2위 수준으로 세계적으로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최상위 수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규모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그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 대규모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에 비해 연구성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또한 있다. 이에 국가연구개

발비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최대한의 연구개발성과 창출을 도모하는 것

이 국가연구개발 정책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비의 효율

적인 배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분야 R&D 사업

에서 정부연구개발비 투자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수행주

체와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정부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부 R&D사업에 대해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등 연구수행주체 및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등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정

부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종료된 환경부 

R&D 과제에 대해 종료된 이후 3년까지의 연구개발성과(SCI 논문,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료 건수 및 액수, 사업화 건수 및 액수)를 분석하였

다. 분석모형은 정부연구개발비규모, 연구수행주체 및 연구개발단계에 따

른 연구개발성과를 분석한 기본모형과 정부연구개발비규모가 연구개발성

과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

인하기 위한 상호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사업종류, 연구

개발기간, 연구인력규모, 민간연구비비율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연구개발비 규모는 대부

분의 연구성과를 증가시켰으나 기술료 건수와 사업화 건수 및 사업화 액

수 등 사업화와 관련된 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다. 이는 타 

분야 산업과 달리 환경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환경 산업의 시장형성

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의 규제가 선행되고, 그 규제에 적합한 기술개



발을 위해 정부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환경부 사업의 특징이 반영된 것

으로써 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해 정부연구개발비 지원 이외에 정부의 정

책과 제도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

구수행주체에 따라 연구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대학과 출연연은 연구

개발 성과로 취득하기 용이한 SCI 논문 수를 위주로 성과목표 설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정부연구개발비가 중소기업의 2배 수준으

로 높아 기술이전료가 커서 기술료 액수가 크나 사업화 건의 경우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의 참여제한제도로 인해 대기업이 참여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건수가 적어 중소기업보다 사업화 건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연구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환경산업의 경우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와 개발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연구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

업의 경우 특허 출원, 특허 등록과 사업화 건수에 미치는 영향에 부의 

효과를 나타났다. 이는 환경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차지하며, 중소기

업 육성의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등의 규제와 대

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이 주를 이루어 대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며, 또한  환경분

야에 진출한 대기업의 경우 자체 특허권 획득보다 기술이전 등의 방법으

로 특허권이나 사용권 획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

보다 특허성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연구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개발단계가 미치는 상호효과가 

일부 성과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

수행주체, 연구개발단계, 환경분야 R&D

학  번 : 2018-2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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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6년도 총 연구개발비1)는 약 69조 4,055억원으로 

전 세계 5위이며, GDP의 약 4.24%에 해당하는 수치로 GDP 대비 비중

으로는 세계 2위 수준이며 연구개발비 규모가 세계적으로 결코 적지 않

은 수준이다. 또한, 2012년 15조 9,064억원이던 정부연구개발비 예산은 

2016년에 총 19조 942억원으로 연평균 4.5% 신장하였다. 정부연구개발예

산의 증가와 함께 국가에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하는 과제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49,948개에서 2016년 총 562개 사업 54,827개 과제로 약 

9.7% 증가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비중이 점점 커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정부

는 2005년「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연구개

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성과

(논문 게재, 특허 출원·등록,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지원 및 연수 지원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연구성과평가법」제10조2)

에 의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엔 차년도 예산을  10% 증액하

고, 결과가 미흡한 사업의 경우엔 최대 20% 예산을 삭감하는 등 사업별 

성과목표·지표를 예산요구서 검토 시 예산 배분·조정의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성과계획·평가·예산 간 연계 강화를 추진중에 있다.

1) 총연구개발비 = 정부연구개발예산 + 민간연구개발예산 + 외국연구개발예산

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17.12.1개정)」 제10조(평

가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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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변화되는 환경시장의 선도적 기술개발과 환경사업발전을 위

해 1992년 ‘G-7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은 물론 환경매

체별로 2018년까지 18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왔다. 이는 선진국 대비 

부족한 환경기술력을 향상하고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 전략에 의해 기획·추진되거나, 현안으로 떠오른 환경문

제(미군부대 오염토양 제거, 미세먼지 저감 등)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

기도 한다. 하지만, 연평균 4.5%로 꾸준히 증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개발비와는 달리 환경부의 R&D사업의 정부연구개발비는 2015

년 3,278억원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8년은 3,010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국가 전체 R&D사업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1.53%에 불과하다(환경부, 2017).

환경산업 측면에서 세계 환경시장은 지난 7년간(2011년~2017년) 약 3.6%

의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2017년 환경시장의 규모는 1조 1,997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3.8% 성장하여 환경시장규모는 1조 3,358

억 달러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 2018). 하지만, 국내 환경

시장 규모는 2015년 99조 2,664억원에서 2016년 98조 628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환경관련 산업체의 2016년 평균 매출액은 16.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환경부, 2018). 이처럼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대

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의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환경시장 

규모는 물론 환경분야 R&D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분야는 외부성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정책을 통해 발

전을 한다. 즉, 환경산업은 공공의 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원의 성격이 

강하며 공공재적 특성을 띄고 있으며, 정부의 환경분야의 R&D 자금 지

원과 합리적인 환경규제를 통해 성장하는 특성을 지닌다(산업연구원,

2007). 이에, 그간 환경부에서 지원한 R&D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내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

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된 예산 대비 

성과에 의해 측정·분석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성과 항목은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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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중간평가 지표로 사

용되는 SCI 논문,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료 징수, 사업화 건수, 인력양

성 지원 및 연수 지원 등이 주로 사용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나 타

부처의 R&D 사업에 대한 분석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환경

분야 R&D 사업의 투자대비 성과에 대한 분석은 김주경(2013) 이외는 없

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 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은 과거 환경 전분야를 

지원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에서 환경매체별(수처리, 대기, 폐기물,

토양, 환경 보건 등)로 특화하는 중규모 연구개발사업으로 변화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

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투

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

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신

규 사업추진을 통한 성과목표 설정을 위해 기존에 진행했던 R&D 사업

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부 R&D 사업은 차세

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이후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대부분 

2020년에 종료가 된다. 이에 대한 후속 신규 R&D사업이 추진되고 추가

적인 기획이 필요한 현재, 그간 환경부에서 추진해 온 R&D 사업에 대해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어느 연구기관에 어떤 연구과제에 투입되었을 때,

어떤 성과가 어느 정도 창출됐으며, 연구개발 수행기관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전반적이 분석이 필요

한 시점이다.

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0년 종료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이후 환경부에

서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연구

개발비의 투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 기

업, 연구소와 같은 연구수행주체와 과제별 성격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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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성과가 차이가 있다

면 어떠한 요인 때문인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본 연구

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R&D 사업의 중간평

가시 사용되는 SCI 논문,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료와 사업화 등 과학

적, 기술적, 경제적 사업성과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 수행한 R&D 사업에 대한 연도별 정부 연구개

발 예산과 그 성과를 수집함은 물론, 국가 R&D 사업에 대한정부 연구개

발예산과 성과를 수집할 예정이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부의 

R&D 사업에 대해 정부연구개발비 지원 규모에 따라 연구성과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연구개발사업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것

이다. 연구대상 사업은 연구개발과 연구기반조성의 두 가지 국가연구개

발사업 유형 중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여기

에, 정부연구개발비 지원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연구비 투입시기

와 성과가 창출되는 시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과

대·과소 평가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기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 

종료 이후 일정 년도 안에 창출된 성과를 모두 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성과의 차이는 현재 진

행되고 있는 환경부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부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전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던 R&D 사업 

기획이 환경 매체별로 구분되고 있어 사업분야는 환경별 매체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으며, 이에 각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수행주체나 연구개발단

계가 차이가 날 수 있어 사업별로 창출되는 성과 또한 다를 수 있다. 따

라서, 정부연구개발비의 투입과 기존 추진 사업별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자료는 정책 추진 및 사업 기획시 지원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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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요 및 현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2)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연

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의 과학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지향성

과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추진하는 사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최경철(2017)은 ‘국가 

차원의 정책 사업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목표를 설정

하고 지원하며 관리하는 연구사업’이라 하였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은 1982년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필두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여러 부처로 확대되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성격에 따라 연구개발과 연구기반조성으로 분류되며 이는 다시 사업 

유형에 따라 총 10가지로 분류가 된다.

<표 2-1>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미래창조과학부, 2014)

성격 사업유형 개념 

연구
개발

기초연구

· 자연현상의 원리규명, 새로운 현상의 분석 등을 통해 창조적
지식 획득 연구(순수기초형),
· 현재 또는 미래에 광범위한 응용을 목적으로 문제해결의 

근본원리 및 창의적 지식창출 연구 (목적기초형)

단기산업 
기술개발

단기간 내(3년 이내) 상용화를 목표로 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응용․개발 연구사업 

중장기산업 
기술개발

중·장기적(3년 이상)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응용·개발 
연구사업

공공기술개발 응용·개발단계 연구개발사업 중 최종적인 성과가 국민 건강증진,
재난방지 등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업

지역연구개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협력 사업, 지역클러스터 육성사업,
특정 지역에 특정기술 개발 기반구축 사업 

국방기술개발 응용·개발단계 연구개발사업 중 국방력 강화 및 방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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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사업유형 개념 

연구
기반
조성

인력양성 
대학 및 전문대학 지원사업,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사업, 초중등 과정의 과학기술 교육사업 등

시설장비구축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 사업

성과확산
사업 목적이 각각 기술사업화, 표준화, 인증, 성과물 관리/확선,
정책지원 등인 사업

국제협력 해외기관유치, 다자 및 양자 기관 협력 사업 등

2016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과기정통부, 2018)에 따르면, 2005년 

24조 1,554억원이던 총 연구개발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최근 5년간(‘12년

∼’16년) 연평균 4.5%))하여 2016년은 69조 4,055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총 연구개발비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4%로 세계 2위 

수준에 해당한다.

<그림 2-1> 년도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현황 (과기정통부, 2018)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과기정통부, 2018)에 따르면,

2016년 35개 중앙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총 19

조 942억원, 집행액 기준으로는 총 19조 44억원이었으며 총 562개 사업 

54,827개 과제에 지원되었다. 이는 ‘15년보다 0.7% 증가한 수치로, 이는 

최근 5년간(‘12~’16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집행액은 연평균 4.5% 증가했

다.



- 7 -

<그림 2-2>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변화 (과기정통부, 2017)

부처별 집행현황은 미래창조과학부(이후 미래부, 현 과기정통부)가 가

장 높은 비중(6조 5,246억원, 34.3%)을 차지했고, 산업부(3조 4,184억원,

18.0%), 방사청(2조 5,011억원, 13.2%), 교육부(1조 7,114억원, 9.0%) 및 중

기청(9,470억원, 5.0%)등 5개 부·청이 정부연구개발비 집행액의 79.5%(4

조 1,025억원)를 차지했다. 2015년 대비 국방부와 기상청은 각각 15.9%,

12.9% 집행액이 증가한 반면, 환경부는 6.2%(198억원)가 하락했다.

<그림 2-3>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15-2016 (과기정통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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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주체별로는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가 7조 8,305억원

(41.2%)으로 집행비중이 가장 높고, 대학(4조 2,727억원, 22.5%), 중소기업

(2조 8,973억원, 15.2%)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금

액 비중은 큰 변화는 없었으나 대기업의 경우는 2013년 5.1%였던 집행

액 비중이 2016년엔 2.6%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반면 중소기업은 13.0%

에서 15.2%로 증가하였다.

<그림 2-4>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과기정통부, 2017)

<표 2-2>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과기정통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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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는 부처역할에 따라 연구수행주체가 차별화되어 연구비가 집

행되었는데, 미래부는 출연연과 대학, 교육부는 대학, 산업부는 기업과 

출연연에 정부연구개발비 지원이 집중되었다.

<그림 2-5> 2016년 주요 부처의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과기정통부,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의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단계를 기초연

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등 3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이론 및 실험적 연구이며, 응용연구은 기

초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실용화를 위해 행해지는 연구이고, 개발연구은 

기초 및 응용연구로 얻어진 기술로 새로운 제품·장치를 생산하거나 개선

하기 위한 연구를 뜻한다.

<표 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단계 및 특성 (과기정통부, 2017)

구분 내용

기초연구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응용연구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창적인 연구

개발연구

기초․응용연구 및 실제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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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단계별 2016년 정부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은 개발연구가가 5조 

2,911억원으로 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초연구가 5조 

1,359억원으로 38.9%, 응용연구가 2조 7,697억원으로 21.0%의 비중을 차

지했다. 최근 5년(‘12~’16년)간 응용 및 개발연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

면, 기초연구는 연평균 3.6% 증가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그림 2-6> 연구개발단계별 집행 비중 추이 (과기정통부, 2017)

부처의 연구개발단계별 정부개발연구비집행은 미래부와 교육부는 기초

연구를 중심으로, 산업부와 중기청은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차별화되어 연

구비가 집행되어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7> 2016년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단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과기정통부, 2017)



- 11 -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르면 연구 성과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

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

과’라 정의된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연

구성과평가법」제6조에서 과기정통부는 각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단계(기

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와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

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4차) :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2014)’가 발행·배포다. 안내서에 따르면,

자원의 투입과 사업화의 과정 그리고 산출물과 사업수행 후 기간별(단기

/중기/장기)로 기대되는 결과 등을 분석하고 논리모형에 따라 각각의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10개의 연구개발사업유

형에 따라, 각각의 사업유형의 연구개발 성과가 영향을 미치는 5개 분야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로 구분하여 각 분야에 대한 세

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8> 사업성과지표 설정 단계 모식도 (미래창조과학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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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사업유형별 핵심성과 (미래창조과학부, 2014)

사업
성격

사업유형
초기
Output

중기
(Short-termOutcome)

장기
(Long-termOutcome)

연구
개발

기초연구 과학적, 기술적 과학적, 기술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단기산업 
기술개발

기술적, 경제적 기술적, 경제적 기술적, 경제적 

중장기산업 
기술개발

과학적, 기술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경제적 

공공기술개발 과학적, 기술적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 

지역연구개발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 

국방기술개발
기술적, 경제적 

인프라 
기술적, 경제적 

인프라 
기술적, 경제적 

인프라 

연구
기반
조성

인력양성 과학적, 기술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시설장비구축 인프라 인프라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성과확산
기술적, 경제적 

인프라 
기술적, 경제적 

인프라 
기술적, 경제적 

인프라 

국제협력 과학적, 기술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표 2-5> 성과유형별 예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2018)

성과유형 예시

과학적 
논문(SCI/비SCI), 국내외 학술발표, 생명자원/화합물, 기타 질적지표(표
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MrnIF) 등)

기술적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디자인 등),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신
기술 지정, 기술 및 제품인증, 표준화, 기타 질적지표(특허의 질적 평가 값
(SMART, K-PEG), 삼극특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등)

경제적 
시제품 제작, 기술거래(이전),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현황, 매출실적,
고용창출, 비용절감, 경제적 파급효과, 기타 질적지표(수입대체 효과, 기
업 성장률, 취업률 등)

사회적
법령반영, 전문연구 인력양성, 기술무역, 홍보, 기타 질적지표(정책 활용
도, 피해예방 효과 등)

인프라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무기체계 확보 등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기존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던 산출

지표와 결과지표에 대해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 성과

지표로 활용하여 연구의 질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방향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즉 SCI 논문 게재 건수나 특허의 등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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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양적인 측면에서, 논문의 피인용도나 Impact Factor, 특허는 K-PEG3)

나 SMART4) 값을 활용하여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2-6> 단계별 성과지표의 유형(미래창조과학부, 2014)

지표유형 개념 지표 예

투입지표
연구개발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재원,
인력, 장비 등)에 관한 지표

연간 연구비 총액, 투입된 석박사급
인력 수, 장비 수 등

과정지표

연구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환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 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지표와 혼용

업무처리시간, 업무수행 착오건수 등

산
출
지
표

양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SCI급 논문 건수, 등록 특허 건수 등

질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
값(K-PEG, SMART 값 등),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결과지표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기술수준 향상 정도, 핵심기술의 
확보, 취업률, 기업성장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성과지표로의 관점 변화에 따라 환경부 추진 

사업의  협약시 연구수행기관에 대해 기존의 양적인 지표와 별도로 산출

지표와 결과지표에 대해 논문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값(K-PEG,

SMART 값), 기술 수준 향상 정도, 핵심 기술 확보, 기업 성장률 등 질

적 성과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중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를, 지표 유형은 과학

적/기술적/경제적 성과에 해당하는 SCI 논문,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

료와 사업화 실적을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3) 특허유지율 관련 평가항목 및 기술 분야별 평가 모델을 통해 특허생존지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 평가 시스템으로 특허청에서 입수한 특허명세서, 심사

처리정보 등의 자료를 통해 권리적 강도(100점), 기술수준(100점), 사업화가능성(100점)

등을 평가하여 분류별 점수 및 종합등급 산출(특허청, 2014)

4) 특허의 기술 분야를 고려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온라인 특허 분

석평가시스템으로  독립항 수, 패밀리특허 수, 연차등록회수, 우선심사 청구여부 등의 평

가요소를 활용하여 평가항목별 (권리성(40점), 기술성(20점), 활용성(40점)) 점수와 등급 

산출(특허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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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간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성과평가는 사업평가와 기관평가로 구분된다. 기관평가는 「과학기술기

본법」제32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부처 소관(과기통신부(17), 해양수산부(3), 방위사업청(1), 원자력안전위원

회(1)) 22개 등 47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

화를 위한 목적으로 기관의 ‘경영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의 달

성정도와 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사업평가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대상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써, 사업기획시에는 기

술성 평가, 사업 수행중에는 중간평가와 특정평가, 사업 종료 후 실시하

는 종료평가와 추적평가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사업평가 중 매년 

실시되는 조사분석평가인 중간평가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려 한다.

<표 2-7> 국가과학기술성과평가의 종류 및 내용(NTIS)

평가구분 평가시기 세부내용

사업
평가

기술성
평가

사업기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전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등을 검토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후보로서의 접합 여부를 평가

중간평가

사업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R&D 수행 부처가
소관 사업의 사업관리 및 성과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과
기정통부가 각 부처 및 소관사업에 대해 상위평가실시

특정평가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조정 및 
연계가 필요한 사업, 국가적으로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절성, 효과성, 체계성 등을 평가

종료평가 사업종료
사업 기획 당시 설정한 최종목표의 종합적 달성도 및 성과
활용 확산 계획에 대한 평가

추적평가
사업종료
이후

연구개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 연구
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해 추적조사 및 평가

기관평가
(임무중심형 평가) 기관 별 고유임무 중심으로 '경영' 및 '연구'
부문의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해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 강화- (공통기준형 평가) 연구기관의 경영실적을 점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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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는 매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사업 및 기관평가에 관한 세

부 지침과 평가 대상, 평가기본방향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 성

과평가 실시계획’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KISTEP에서 주관

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해당되는 중간평가는 부처에서 수행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당해연도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써 자체평가와 상위평가 등 두 단계로 구성된다. 자

체평가는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부처가 직접 실시하는 평가로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연구관리 

전담기관에 등록된 성과를 중심으로 계획된 성과목표 대비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게 된다. 자체평가 후 각 부처는 자체평가 보고서와 근

거자료 및 적절성 점검 자료를 과기정통부로 제출하게 되며, 과기정통부

는 상위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상위평가를 실시한다. 상

위평가는 자체 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확인·점검하는데,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평가 근거, 평가 결과 등 3개 항목에 대해 적절성 검토

를 실시하고, 자체평가가 적절히 이뤄진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의 자체평

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나, 이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표

별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점수 및 등급을 재조정하게 된다.

중간평가(자체 및 상위평가)는 최종 점수에 따라 5단계로 등급화하여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자체 평가 책임성을 강화

하고 상위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위평가 결과에 대해 환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수’ 이상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

고,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전년대비 10% 이상,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은 20% 이상 예산을 감액하고, 차년도 특정평가 후보에 포함시키는 

등 예산과 사업 수행에 그 결과를 사용하고 있다.

<표 2-8> 자체평가 등급별 점수 분포(미래창조과학부, 2017)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90 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65이상 65미만∼50이상 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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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게시된 ‘17년 68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체 평가 결과 ’매우 우수‘와 ’우수‘인 사업은 

총 38개(55.9%)이나 상위평가는 총 16개 사업(23.5%)로 나타났다. 자체평

가 결과보다 등급이 하락한 사업은 총 29개(42.6%)의 사업이며, 등급이 

상향된 사업은 없어, 부처별로 실시되는 자체평가의 점수가 상향평가 됨

을 알 수 있다.

<표 2-9> ‘17년 국가과학기술 중간평가 결과(NTIS)

구분

상위평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계

자체

평가 

결과

매우우수 3 6 10 1 1 21

우수 6 10 1 17

보통 26 26

미흡 3 3

매우미흡 -

기타5) 1 1

계 3 13 46 5 1 68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각 부처는 매년 부처 사업을 수행한 연

구기관들의 과제 정보(연구수행기관, 연구기간, 정부연구개발비, 민간연

구비, 참여연구원 등)와 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당해연도 성과(SCI 논문,

학술발표,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수 등)를 국가과

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입력해야 한다. 입력된 과제와 성과정보

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수행 중에는 중간평가의 기초자료로, 과제 

종료 후에는 종료평가 기초자료로 사용이 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국가

5) 자체평가 결과가 없는 사업(범부처 전주기 신약 개발(복지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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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입력된 과제정보와 성과정보에 대해 검

증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매년 국가연

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와 성과보고서 등을 발간한다. 조사하는 성과

항목은 논문과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지원 및 연수 지원 등 총 

6개 항목이다.

<표 2-10>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6개 성과항목(과기정통부, 2018)

성과항목 내용

논문
· 해당 기간 내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학술지 발간년도 기준)

· SCI(E)논문, 비SCI(E)논문으로 구분하여 조사

특허
· 해당 기간 내에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특허(출원증, 등록증에 명시된 날짜)

· 국내 출원특허, 국내 등록특허, 해외 출원특허, 해외 등록특허로 구분하여 조사

기술료 · 해당 기간 내에 연구관리전문기관 혹은 비영리법인에서 실제 징수된 기술료

사업화 · 해당 기간 내에 창업 및 상품화, 공정개선 등을 통한 매출액, 고용창출

인력양성 

지원

· 해당년도에 대상인력에게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 인력양성 지원 대상사업만 작성

연수 지원 · 해당년도에 대상인력에게 국내 외 연수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과기정통부, 2018)에 따르

면, 2016년 성과(’16.1.1~‘16.12.31에 발생된 성과)는 2015년 성과 대비 

SCI(4.3%), 국내특허 등록(11.3%), 해외 등록 특허(12.2%), 기술료 징수 

건수(20.0%), 사업화 건수(39.5%) 등 대부분 상승하였으나, 기술료 징수액

수는 전년대비 1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총괄현황(과기정통부, 2018)

구분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SCI(E) 논문
국내

등록특허

해외 

등록특허
기술료 사업화

‘16년 성과 37,385건 16,670건 2,121건
8,849건 

(2,661억원)
28,031건

전년대비 

증감률
4.3% 11.3% 12.2%

20.2%

(Δ16.0%)
39.5%

연평균 증가율 

(ʼ12년∼ʼ16년)
6.9% 10.7% 20.7%

12.4%

(Δ1.9%)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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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 R&D 집행규모의 최근 연평균 증가율이 4.5%에 반해, 성과

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9~20.7%로 집행규모 증가율을 상회(기술료 징수

금액은 1.9% 감소)하는 수준이며, 이외 R&D 투자 1억원당 성과 건수는 

SCI(E)논문 수가 0.197건이며, 국내 등록 특허건수는 0.088건, 사업화 건

수는  0.147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부처별로 발생한 성과를 보면, SCI(E) 논문의 경우 기초연구를 중점적

으로 지원하는 미래부는 (18,441건, 49.3%)와 교육부(10,421건, 2709%)이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내 특허등록의 경우 미래부는 총 6,459건으로 

40.0%를 차지했고, 산업부가 3,218건으로 19.9%를 차지했다. 기술료의 경

우 징수 건수 및 징수액 규모에서 산업부가 각각 25.3%와 3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기술료 징수액 10억원 이상인 부처 중 징수건

수 대비 징수액 규모는 복지부가 1.2억원/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화 

성과의 경우 산업부가 총 13,106건으로 46.8%를 차지했으며, 중기청인 

9,907건으로 35.3%를 차지했다.

<그림 2-9> 부처별 성과 분포(과기정통부, 2018)

연구수행주체별로 성과는 SCI(E)의 경우 대학이 28,650건으로 전체의 

76.6%, 출연연이 6,041건으로 16.2%를 차지하는 등 대학과 출연연이 전

체 논문 성과의 92.8%를 차지했다. 국내특허의 경우 대학이 7,420건으로 



- 19 -

43.4%, 출연연이 3,898건으로 23.4%로 대학과 출연연이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사업화 성과는 중소기업이 15,522건으로 55.4% 비중으로 가장 

높으며, 대학은 4,716건으로 27.2%를 차지했다.

<그림 2-10> 연구수행주체별 성과 분포(과기정통부, 2018)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성과 결과는 SCI(E)는 기초연구에서, 특허는 기초

연구와 개발연구에서, 기술료와 사업화는 개발연구에서 주로 발생되고,

연구수행주체별로는 대학이 SCI 논문의 3/4 이상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은 사업화와 기술료의 약 45%와 5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사업화 성과는 개발연구가 23,030건으로 86.6%를 차지했다.

<그림 2-11> 연구개발단계별 성과 분포(과기정통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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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환경산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 현황

1. 환경산업의 특성 

「환경산업」이란 기후대기·물·환경복원복구·환경안전보건·자원순환·지

속가능 환경자원·환경지식서비스 분야 등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환경

시설 및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 하거나 환경기술 등에 관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환경부, 2017).

환경산업은 공공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으로 공공재적 특성이 강하

며, 국내·외 환경규제 및 정부의 환경정책 등 법적·제도적 요인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므로, 자연발생적인 시장창출보다는 정부 정책이 시장 규

모 및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인위적 창출 산업이다. 뿐만 아니

라, 다양한 환경오염 유발요인으로 인해 기초과학과 공학적 기술이 동원

되는 종합산업이며,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 

증가는 환경산업 발전 요인으로 작용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인 국가에서 환경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선진국형 산업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산업이다(환경부, 2011).

2016년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환경부, 2017)에 따르면, 2016년 우리

나라 환경사업체는 총 57,858개소로 2015년 57,311개소 대비 1.0% 증가 

되었으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환경 관련 사업체 수에서 종

사하는 종사자 중 환경부문 종사자는 440,756명으로 2015년 443,130명 대

비 오히려 0.5% 감소하여 종사업체당 7.6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표 2-12> 환경 사업체 연도별 추이 (환경부, 2017)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체수 33,835 34,196 49,913 56,411 57,108 57,311 5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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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환경산업활동(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환경부, 2017)

구분

2015년 2016년

업체수

(개소)

환경부분

종사자수(명)

업체수

(개소)

환경부분

종사자수(명)

전 산업 57,311 433,130 57,858 440,756

자원순환관리 19,500 133,293 18,571 129,917

물관리 6,272 66,012 6,685 67,312

환경복원 및 복구 752 9,236 795 9,298

기후대응 3,355 20,886 3,624 21,264

대기관리 2,410 30,407 2,296 27,675

환경안전·보건 2,856 36,030 2,962 36,714

지속가능 환경·자원 17,124 110,129 18,060 113,128

환경지식·정보·감시 5,042 37,137 4,885 35,448

2016년도 환경부분 매출액은 98조 628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5년

도 매출액 99조 2,664억원 대비 1.2% 감소한 수치이며, 환경산업체의 평

균 매출액(사업체당)은 16.9억원으로 전년대비(매출액 17억원) 소폭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4> 연도별 환경부문 매출액 및 종사자수 추이 (환경부, 2017)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업체당 전체 업체당 전체 업체당 전체 업체당 전체 업체당

매출액
(억원)

822,185 16.5 898,044 15.9 980,825 17.2 992,664 17.3 980,628 16.9

종사자수
(명)

290,413 5.8 421,166 7.5 454,749 8.0 443,130 7.7 440,756 7.6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의 경우 전체 매출액 규모가 ‘10억 미만’인 사업

체가 34,965개로 전체의 60.4%를 차지했으며,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사업체는 5,255개(9.1%)로 조사되었다. 반면 매출 규모가 100억 이상‘인 

사업체의 환경부문 매출액이 59조 2,306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0.4%를 

차지한 반면 ’10억 미만‘ 사업체의 매출액은 7조 806억원으로 전체 매출

액의 7.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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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전체 매출규모별 사업체 및 환경부문 매출액 비중 (환경부, 2017)

매출액  규모
사업체 매출

업체수 비율(%) 매출액(억원) 비율(%)

10억미만 34,965 60.5 70,826 7.2

10억~50억미만 14,221 24.6 197,768 20.2

50억~100억 미만 3,417 5.9 119,728 12.2

100억이상 5,225 9.0 592,306 60.4

2. 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 현황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작은 1986년 당시 과학기술처가 주관

한 특정연구개발 사업에 환경오염방지기술과 주택 간이정화조 개발과제

가 포함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환경기술의 수요확대와 환경산업의 미

래유망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환경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

기 위해 1992년 수립된 ‘선도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최초 환경분야 R&D 사업인 G-7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환경부 2018).

G-7 환경기술개발사업은 정부연구개발비 기준 총 1,809억원(민간연구개

발 포함 총 3,573억원)이 투입되어, 낙후된 국내 환경기술 수준을 높이고 

환경연구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

을 통해 1992년 선진국 대비 10∼30% 수준이었던 국내 환경기술수준이 

2001년에 40∼50%로 향상되었고, 선진과의 기술격차를 사업착수시점 기준

으로 사업 종료 후 평균 5.5년 단축한 결과를 얻었다(환경부 2018).

G-7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환경부가 총괄하여 차세대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이 2001년부터 10년간 추진되었다. 환경과 경제가 상생

하는 환경복지국가 구현을 목표로 추진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기존 G-7 환경기술개발사업과는 달리 ‘차세대사업 10개년 종합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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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고 단계별 목표·전략 및 10년간의 개발대상 기술지도(Technology

Road Map)에 따라 개발기술의 우선순위를 설정·추진었으며, 정부연구개

발비 기준 총 8,791억원이 투자되었다.

이후 국내 토양지하수분야 환경시장의 90%이상을 국내 기술로 대체하

기 위한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NT·BT·IT 등을 활용하여 미

래 환경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융합기술개발로 기존기술의 한계를 극복 

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기 개발된 기술 중 현장적용이 시급한 분야에 실증 지원을 통해 지역 환

경현안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우수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미

래유망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후

속으로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 선진화기술개발사업, 환경

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과 환경 매체별 및 사업 목적에 따른 다양한 

R&D 사업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그림 2-12> 연도별 환경부 R&D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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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 종류

사업명
사업
기간

총 정부
투자액

사업 목적

G-7
환경기술개발사업

‘92∼’01 1,809억원 환경현안 해결기술 집중지원으로 기술수
준 제고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사업

‘01∼’10 8,791억원 환경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환경과 경제
가 상생하는 환경복지국가 구현

토양지하수오염방
지기술개발사업

‘08∼’17 1,397억원
우리나라 토양지하수 환경 시장의 90%
이상을 국내 기술로 대체

환경융합신기술
개발사업

‘09∼’16 6,480억원
환경공정 개선, 융합소재 등 미래주도형 
환경 원천기술 개발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 사업

‘10∼’18 389억원
우수 환경기술의 현장적용을 통한 지역
환경 현안 해결 및 우수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촉진

글로벌탑환경기술
개발사업

‘11∼’20 6,976억원
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패키지화 기술 개발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11∼’20 3,910억원
환경 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11∼’20 2,265억원
공공 환경기술 수요ff 해결함으로서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대응환경
기술개발사업

‘12∼’20 855억원
배출권 거래제,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기반기술의 확보

생활공감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

‘12∼’21 1,639억원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로 생기는 인체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보건 
공공기술 확보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13∼’20 1,341억원
국내 폐기물 성상에 맞게 기 개발된 요소
기술을 종합한 한국형 실증시스템 개발 
및 수출기반 마련

조류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 사업
‘14∼’17 180억원

주요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조류 감시 
및 제거 ㆍ활용 등 최적 조류관리 실증
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 물복지 향상 

CO2 저장 환경
관리기술개발사업

‘14∼’21 413억원
이산화탄소 육상 지중저장을 위한 환경
기술개발 실증 및 법 제도 정비

환경기술 수요 
발굴 성과활용

‘15∼’18 93억원
환경 R&D로 개발된 유망기술의 이전 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지원하여 연구성과 활용 촉진
및 환경기술의 신사업 분야 진출에 기여

화학사고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15∼’21 880억원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같은 환경오염 사고 등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
재난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17∼’23 446억원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기술 개발을 통해 고유 생물자원 보호 
및 생물안전 생태계 안정성 확보

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18∼’20 181억원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살새울제 노출 저감
및 최소화 기술 등 안전관리 기술개발

지중환경오염위해
관리기술개발사업

‘18∼’24 1,011억원
지중환경 오염 사전예방 및 위해 최소화로
건강하고 쾌적한 지중생활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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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총 정부연구개발비는 2000년 995

억원에서 2018년 3,010억원으로 약 3배 정도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연

평균 4.5%씩 꾸준히 증가하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사업과는 달리 환경부 

총 정부연구개발비는 2015년 3,278억원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대비 환경부 연구개발사업 정부연구개발

비의 비중은 2015년 1.73%에서 2018년 1.53%로 낮아졌다.

<표 2-17> 년도별 국가 R&D 및 환경부 R&D 예산 

년도　
국가R&D 예산

(억원)
환경부 R&D 예산

(억원)
환경부 R&D 비율

(%)

2011 148,902 2,355 1.58

2012 160,244 2,527 1.58

2013 168,777 2,629 1.56

2014 177,428 2,932 1.65

2015 189,231 3,278 1.73

2016 190,942 3,054 1.60

2017 194,615 3,026 1.55

2018 196,338 3,010 1.53

환경부 연구개발사업의 최근 중간평과 결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18개 사업(연도별 중복사업 포함)의 중간평가가 실시되었으며, 이 중 15

개 사업의 성과가 ‘보통’ 등급이었다. 우수 등급은 1개 사업으로 보통이

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총 16개사업으로 전체 중간평가 사업 평가결과의 

88.9%를 차지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간평가를 받은 총 591개 국

가연구개발사업(연도별 중복사업 포함) 중 상위평가 결과 ‘보통’ 등급을 

받은 사업의 비중(83.2%, 총 492개)보다 높았다. 반면, 환경부 R&D 사업

의 중간평과 결과 자체평가보다 상위평가 등급이 하락한 경우는 8개 사

업으로 중간평가 대상사업의 44.4%였으며, 이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

우 28.1%(591개 중 166개 사업)보다 높아 자체평가가 상향 평가 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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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환경부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결과(NTIS)

평가
연도

사업명
자체평가 상위평가

등급 등급

2017 CO2저장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 우수 보통

2017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 보통

2017 조류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실증화 보통 보통

2017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우수 보통

2016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 미흡 보통

2016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 보통 보통

2016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보통 보통

2016 환경융합신기술개발 미흡 미흡

2016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보통 보통

2015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 보통

2015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보통 보통

2014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보통 보통

2014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우수 보통

2014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보통 보통

2014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매우우수 보통

2013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우수 우수

2011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매우우수 미흡

2011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매우우수 보통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과기정통부, 2018)에 따르면 2016

년 환경부 소관 R&D 사업의 성과는 SCI(E) 게재와 특허등록, 사업화 건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기술료 징수 건수는 2015년도 대비 

38.2%, 징수액는 53.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9> 환경부 R&D 사업 성과 추이(과기정통부, 2018)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SCI(E) 건수 336 396 423 447

특허출원건수 452 500 523 513

특허등록건수 224 307 290 317

기술료징수
건수 15 45 102 63

액수 5.3 24.7 109.8 51.1

사업화건수 428 633 99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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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과기정통부, 2018)에 따르면 2016

년 환경부 소관 R&D 사업의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성과는 SCI(E)는 

대학(65.8%)>출연연(19.4%)>중소기업(10.1%)순이었다. 특허출원건수와 특

허등록건수는 각각 중소기업(52.4%, 42.9%)>대학(25.9%, 25.2%)>출연연

(13.6%, 15.5%) 순이었다. 기술료 건수의 경우는 중소기업(77.8%)>대기업

(20.6%)어었으나, 기술료 징수액수는 대기업(50.9%)>중소기업(48.1%)순이었다.

<표 2-20> 2016년  환경부 R&D 사업의 연구수행주체별성과 현황(과기정통부, 2018)

구분 계 출연연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SCI(E) 건수 447 87
(19.4%)

294
(65.8%)

16
(3.6%)

45
(10.1%)

5
(0.1%)

특허출원건수 513 70
(13.6%)

133
(25.9%)

26
(5.1%)

269
(52.4%)

15
(2.9%)

특허등록건수 317 49
(15.5%)

80
(25.2%)

40
(12.6%)

136
(42.9%)

12
(3.8%)

기술료건수 63 0
(0%)

1
(1.6%)

13
(20.6%)

49
(77.8%)

0
(0%)

기술료액수(억원) 51.1 0
(0%)

0.5
(1.0%)

26
(50.9%)

24.6
(48.1%)

0
(0%)

연구수행단계별 연구개발성과는 SCI(E)는 기초연구(79.4%)>응용연구

(11.2%)>중소기업(10.1%) 순이었다. 특허출원건수와 특허등록건수는 각각 

기초연구(58.1%, 54.3%)>개발연구(22.4%, 22.1%) 순이었다. 기술료 건수와

기술료 징수액은 각각 개발연구(39.7%, 53.0%)>응용연구(23.8%, 27.0%)순

으로 동일했으나 기술료 액수의 경우 개발연구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표 2-21> 2016년  환경부 R&D 사업의 연구개발단계별 성과 현황(과기정통부, 2018)

구분 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SCI(E) 건수 427 339
(79.4%)

48
(11.2%)

37
(8.7%)

3　
(0.7%)

특허출원건수 513 298
(58.1%)

91
(17.7%)

115
(22.4%)

9
(1.8%)

특허등록건수 317
172
(54.3%)

47
(14.8%)

70
(22.1%)

28
(8.8%)

기술료건수 63
13

(20.6%)
15

(23.8%)
25

(39.7%)
10

(15.9%)

기술료액수(억원) 51.1 4.4
(8.6%)

13.8
(27.0%)

27.1
(53.0%)

5.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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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 연구 검토

환경분야는 그 범위가 광대하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환경부뿐만 아니라 

과기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환경과 

연계하여 융합형태의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현상이나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연구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 수행되는 

응용연구와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기 위한 개발연구가 보다 활발

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환경규제 및 정부의 환

경정책 등 법적·제도적 요인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

졌다. 이러한 환경 분야와 환경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환경분야 연구개

발사업과 그 연구개발 성과는 타분야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 앞

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본 연구에

서는 환경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

해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타부처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

연구개발비의 규모와 연구수행주체 그리고 연구개발단계가 연구개발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행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정부연구비가 투입된 이후부터 연구개

발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를 확

인하기 위해 연구대상 범위를 어느 시점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확정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투입 이후 연구성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

간지연(time lag)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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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 

허태정(2016)은 지역 연구개발(R&D) 사업에 투입된 정부연구개발비가  

SCI 논문,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료 징수액,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 R&D 투자비는 SCI 논문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 특허출원·등록 수와 기술료 징수액에는 정(+)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R&D 투자비가 증가할수록 사업화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박성민(2014)은 지식경제기술혁

신사업의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액이 특허등록과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지원금액은 특허등록성과 창

출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 김주경,

김영곤, 강재상(2014)은 농림축산식품부(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3개 부청에서 실시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사업

을 대상으로 정부연구개발비가 논문, 특허, 기술료,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정부연구개발비는 논문 수와 특허 수에

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노영진, 조윤애, 성열용(2018)

은 산업기술 과제를 대상으로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국내·외 특허 등록,

기술료 수입,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특허 성과와 

기술료 수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사업화 여부에는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2017)은 에너지기술개

발사업의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의 규모가 논문, 특허, 사업

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논문과 특허 

성과에 정(+)의 유의미성을 확인하였으나, 사업화 성과와는 유의미한 관

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장금영(2010)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의 총 금액과 특허등록건수와 논문 게재건수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 금액이 커질수록 R&D 성과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최창선, 오인하(2017)는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중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사업’과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을 대상으로 국내 외 논문(SCI급, 비

SCI급 포함), 국 내 외 특허출원 등록건수 및 기술이전계약 건수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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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구비가 증가할수

록 성과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 2-22> 정부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

저자 연구대상 주요내용

허태정

(2016)

‘06∼’12년 

지역연구개발사업

· 연구비는 SCI 논문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음

· 연구비는 특허등록 수 및 기술료 징수액에정(+)의 영향을 미침

· 연구비가 증가할수록 사업화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박성민

(2014)

‘07∼’11년

지식경제기술

혁신사업

· 연구비는 특허등록 성과창출에 정(+)의 관계를 보임

김주경

김영곤

강재상

(2014)

‘05∼’09년

농립축산식품부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사업

· 연구비가 논문수에 정(+)의 영향을 주나, 민간연구비

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정부연구개발비만 특허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민간

연구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노영진

조윤애

성열용

(2018)

‘09∼’13년

산업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 연구비가 국내외 특허 성과와 기술료 수입에는 긍정적인 

영향, 사업화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줌

이주영

(2017)

‘11~’15

에너지기술사업

· 정부지원금 규모는 논문과 특허성과에 양의 유의미성 확인

· 정부지원금 규모와 사업화성과는 유의미하지 않음

장금영

(2010)

‘03∼’07년

산업기술개발사업

· 과제총금액의 크기가 커질수록 R&D성과가 높아짐

· 과제 총금액에서 차지하는 민간총투자금의 크기가 커

질수록 R&D 성과가 높아짐

최상선

오인하

(2017)

‘06∼’15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 연구비가 증가할수록 특허성과, 사업화 성과, 기술이

전 성과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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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 

이가영(2017)은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수행

주체별 논문, 특허출원 및 등록, 기술료 징수건수와 징수액, 사업화 건수

의 성과 창출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 특허, 사업화 건수는 일반대학이,

기술료 징수액은 중소기업이, 기술료 징수 건수는 정부출연연이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김주경, 김영곤, 강제상(2014)은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논문 수는 대학과 민간기업이,

특허수는 대학과 출연연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심우중, 김

은실(2010)은 대학의 경우 논문과 특허 성과가, 기업의 경우 기술료, 사

업화 성과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 노영진, 조윤애, 성열용(2018)은 연구수

행주체가 기업인 경우 국공립연구소, 대학 보다 특허 취득 효과가 약화

되는 반면, 기술료 수입은 강화되었다. 사업화의 경우엔 기업이 수행주체

인 경우 부정적 효과가 약화되었다. 장금영(2010)은 기업이나 연구소에 

비해 대학이 특허와 논문 차원의 R&D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의 특허 성과는 중소기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

학연 협력이 단독 개발보다 성과가 높다고 하였다. 박원미(2015)는 논문 

성과의 경우 기업에 비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으

며, 특허성과의 경우 대학이 기업과 연구기관에 비해 다수의 성과를 창

출하였다. 최창선, 오인하(2017)는 논문의 경우 대학과 기업이 정부출연

연구소보다 높은 성과를 내고, 특허의 경우 대학이 주관연구기관일 때 

특허발생비율이 높았다. 윤종현, 김근영, 임현준(2014)은 SCI 논문건수는 

출연연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매출액은 연구수행주체별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기술료의 징수건수 및 액수는 대학과 중소기업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권재철, 문종범, 유왕진 등(2012)은 

대학이 출연연이나 산업체에 비해 논문성과가 높고, 산업체의 경우는 특

허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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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대상 주요내용

이가영
(2017)

‘07∼’14년 
정부연구개발

사업

· 논문, 특허, 사업화건수의 경우는 일반대학이, 기술료 액수는
중소기업이, 기술료 건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이 
우수

김주경
김영곤
강재상
(2014)

‘05∼’09년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사업

· 대학과 민간 기업간에는 논문수의 차이가 있으며, 대학과
출연연 사이 특허수의 차이가 있음

심우중
김은실
(2010)

‘02∼’06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 대학은 논문 특허 성과가, 기업은 사업화 성과 뛰어나며,
공공연구기관은 학술적 성과와 사업화 성과가 고르게 나
타남

노영진
조윤애
성열용
(2018)

‘09∼’13년
산업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 연구수행 주체가 기업인 경우, 국내외 특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료 수입과 사업화 성공 여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장금영
(2010)

‘03∼’07년
산업기술개발

사업
· 대학의 특허와 논문성과가 기업 및 연구소에 비해 모두 높음

박원미
(2015)

‘11~
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사업

· 논문 성과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업에 비해 높음
· 특허는 대학이 기업에 비해 높음

최상선
오인하
(2017)

‘06∼’15
미래해양산업기
술개발사업 및 
수산실용화기술

개발사업

· 대학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논문
과 특허 성과가 높음

·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는 논문과 기술이전 성과가 
높음

윤종현
(2014)

‘04~’11
소방·방재 
R&D 과제

·SCI논문은 출연연구소와 상관관계가 있음
·매출액은 연구수행주체와 상관이 없음
·기술료 징수건 및 징수액은 대학과 중소기업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

권재철
문종범
유왕진
이철규
(2012)

∼'11년까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 대학은 논문성과가 출연연이나 산업체에 비해 높음
· 산업체는 특허 출원 및 등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별로 특허 연구성과가 차이가 발생

<표 2-23>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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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대상 주요내용

노영진
조윤애
성열용
(2018)

‘09∼’13년
산업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투자는 특허 성과에 영향을 미치나 개발단계의 
경우는 효과가 약화

· 연구개발투자는 기술료 수입에 영향을 미치며, 개발단계
에서는 효과가 더 커짐
· 개발단계의 경우 연구개발투자가 사업화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약화시킴

권재철
문종범
유왕진
이철규
(2012)

'11년까지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 논문, 국외 특허등록의 경우 연구개발 단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국외 특허출원, 기술이전에는 

개발연구가 기초 및 응용연구보다 유의하게 성과가 높음

최상선
오인하
(2017)

‘06∼’15
미래해양산업기
술개발사업 및 
수산실용화기술

개발사업

· 논문성과의 경우 응용연구가 높음
· 특허성과는 개발연구에 비해 기초 및 응용연구가 높음
· 기초연구에 비해 응용연구가, 응용연구에 비해 개발연구가
기술사업화 성과를 높게 발생

윤종현
(2014)

‘04~’11
소방·방재 
R&D 과제

· SCI 논문건수 및 특허등록건수는 기초연구가 높게 발생 
· 학술발표는 개발연구에서 높게 발생
· 경제적 성과에는 상관관계가 없음

3. 연구개발단계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 

노영진, 조윤애, 성열용(2018)은 응용과 개발연구단계에 대해 성과특성

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특허성과는 개발단계의 경우 정부연구개발비의 

영향이 감소되는 반면, 기술료 수입엔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짐을 확인하

였다. 또한, 개발단계의 경우 정부연구개발비가 사업화 여부에 미치는 부

정적 효과를 약화시킴을 확인했다. 권재철, 문종범, 유왕진 등(2012)는 논

문 게재, 국외 특허등록의 경우 연구단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국내 특허 출원·등록, 해외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의 경

우 개발연구가 기초 및 응용연구보다 성과가 높음을 확인했다. 최상선,

오인하(2017)는 논문성과는 응용연구가 높게 분석되었으며, 특허는 개발

연구에 비해 기초와 응용연구가 높게,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이전 금액은 

기초와 응용연구가 개발연구보다 현저하게 낮았다고 했다. 윤종현(2014)

은 SCI 논문건수와 특허등록건수는 기초연구에서, 학술발표는 개발연구

에서 높게 나왔으나, 경제적 성과의 경우엔 단계별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다.

<표 2-24> 연구개발단계와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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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시간지연(time lag)에 관한 연구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입이 성과로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지연

(time lag)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될 때까지, 기

술 개발 후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기술 실시계약 및 계약 체결을 

통한 사업화에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정규, 서재인(2018)은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 등의 자원이 투

입되는 투입기간을 연구 개발 착수로부터 종료까지 시점으로, 연구개발 

종료부터 제품 서비스의 출시까지의 시차를 회임기간으로 정의하고, 기

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개발 투입기간은 평균 약 

2.1년, 회임 기간은 2.4년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정병호, 천강민, 양재경

(2012)은 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R&D 자원의 투입과 SCI, 비SCI 논문 출간 시점 간의 시차를 분

석하였다. 16개 사업단의 지원을 받는 1,516개 부속과제들의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다항시차분포모형을 통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SCI 논문은 대체로 2년에서 4년 사이의 시차효과를 가지고 비SCI

논문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차를 갖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철민, 구본

철(2016)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연구 단계별로 논문 성과 시차 

길이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기초연구는 4년 이내, 응용연구와 개발연

구의 경우는 3년과 2년 이내에 투입된 연구개발비 투자의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했다. 이헌준(2013)은 연구개발 투자의 시차 효과 확인을 위하 

Almon 분포 시차 모형을 활용하여 시차 확인했다. 연구 결과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출원사이에는 1~2년의 시차 효과 존재하고, 연구개발 투자와 

매출액 증가 사이에 시차 효과 또한 1~2년으로 추정된다 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 영역별로도 연구개발 성과와 시차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심우중, 김은실(2010)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된 농림수산업과 전

기전자산업의 성과를 두 산업분야의 정부 연구비 투입대비 논문, 특허,

사업화(사업화 건수, 고용창출인원, 매출액), 기술료 성과를 조사한 결과 

정부연구개발비의 증감율은 3년 뒤 성과와는 매우 높은 관련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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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대상 및 방법 주요내용

정정규

서재인

(2013)

‘08~‘17 예타사업 중 섬유, 화학,

재료, 전기, 전자, 기계, 정보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연구개발 투입기간(예산/인력 투입 기간)은 평균 2.1년

· 회임기간(연구개발 종료 후 출시까지 기간)은약 2.4년

정병호

천강민

양재경

(2012)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의 데이터로

SCI/비SCI의 시차 분석

· SCI 논문은 대체로 2년에서 4년 사이의 시차

효과를 가짐

· 비SCI 논문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차를 

가짐

박철민

구본철

(2016)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논문성과 시차 분석/ 다항

시차분포모형

· 기초연구는 4년, 응용연구는 3년, 개발연구는

2년의 시차효과를 가짐

이헌준

(2013)

‘02~’09까지의 1,055개 기업 

대상/분포시차모형(Almon

모형)

· 연구개발투자와 특허 출원사이 1~2년의 시차

효과 존재

· 연구개발 투자와 매출액 증가사이 1~2년의 

시차 존재

심우중

김은실

(2010)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된

농림수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의

성과

· 논문, 툭허, 사업화, 기술료 성과는 정부 연구비

증감은 3년뒤 성과와 관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측정시 시간지연효과가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료된 과제 중 과제 종료 후 3년 이상이 된 

과제에 대해 발생된 성과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표 2-25> 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시간지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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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선행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필요성

그 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개발비 투입에 따른 성과분석연

구는 국가 전체 R&D 사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

시되어 사업의 향후 방향이나 시사점을 제공했음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결

과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증가할 때 대체적으로 연구개발 성과창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성과의 종류에 따라 부(-)의 영향을 미치거나 그 

유의미한 영향이 없기도 하여 성과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대상 사업에 따라서도 그 영향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수행주체가 연구개발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다수의 연구에서 대학과 

연구기관의 경우 논문 성과가 높고, 산업체의 경우 사업화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대상사업에 따라 그 결과는 차이가 있었으

며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웠다.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연구개발 성

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부연구개발비규모나 연구수행주체에 대한 연구

보다는 선행연구가 많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연구

개발성과는 선행연구자 및 연구대상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여 일반화

할 수는 없었다. 연구개발성과의 시간지연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

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의 경우 시간 지연효과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여 분

석되어 정확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었으며, 이를 연구수

행의 한계로 제시한 연구자도 있었다.

선행연구 중 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분석한 것은 김주경(2013)

의 연구로 2010년 종료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연구밖

에 없었다. 김주경(2013)의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성과 중 논문과 특허에 

대하여 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였고,

정부연구개발비가 아닌 연구수행기간 동안 감가 상각된 자본비용(기자재 

및 시설비용)과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여 순수하게 정부

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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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뿐만 아니라 연구수행주체 및 연구개발단계에 의한 연구성과에 

대해서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환경부 연

구개발사업은 다양한 환경분야에 대해 대규모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분류

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경향

인 환경 매체별로 사업을 구분하여 중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

는 지금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연구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연구개발비 규모, 연구수행주체, 연구개발단계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분석을 실시했다. 하지

만 정부연구개발비의 지원은 연구수행주체나 연구개발단계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으로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이 

연구수행주체나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상호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현재까지 수행되었던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에 따른 연구성과에 대해 정부연구개발비 규모, 연구수행

주체, 연구수행단계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연구수행주

체와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여 

연구개발예산 배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이후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 중 이미 종료된 과제와 그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연

구개발비 규모, 연구수행주체 및 연구개발성과가 성과창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정부연

구개발비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여 

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종료된 과제 중 3년 이후까지의 성과를 포함하여 시간지연

효과를 반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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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가설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통해 정부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성과 전반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데 정부연

구개발비가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성과의 종류에 따

라 영향 여부가 달라지며 또한 연구대상사업에 따라서도 분석결과가 달

라 그 영향이 일률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논문과 특허 성과는 정

부연구개발비가 증가할수록 커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확인할 수 있었다(김주경 등 2014; 노영진 등, 2018; 박성민 2014; 이

주영 2017; 장금영, 2010; 최창선 2017; 허태정, 2016). 하지만, 사업화 성

과의 경우 허태정(2016)과 최창선(2017)은 정부연구개발비가 기술료와 기

술이전, 사업화 건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하였으나, 영향이 없거나

(김주경 등, 2014; 박성민 2014; 이주영, 2017)와 오히려 부(-)의 영향(노영

진 등, 2018)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분석한 대상 사업의 부처가 서로 다르고, 수행 및 

종료년도가 상이하여 선행연구자별로 연구 결과가 다른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 성과가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결과로 판단되어, 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

관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경우 정부연

구개발비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성과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을 한다.

연구가설. 정부 연구비 규모는 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정(+)의 영향

력을 미칠 것이다.



- 39 -

선행연구를 통해 대체적으로 연구수행주체가 대학인 경우 논문과 특허

성과가 다른 연구수행주체들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권재철, 2012;

김주경 등, 2014; 박원미, 2015; 심우중 등, 2010; 이가영, 2017; 장금영,

2010; 최창선, 2017).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 기업(최창선, 2017)이나 연구

소(권재철 등, 2012; 박원미, 2015; 윤종현 등,2014)의 논문 성과가 다른 

연구수행주체보다 우수하다 분석했다. 특허의 경우 대학보다 출연연(김

주경 등, 2014)이나 산업체가 우수(권재철, 2012)하다는 연구가 있어 그 

분석결과가 일률적이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성과를 분석

한 선행연구는 논문과 특허보다는 적었다. 기술료의 경우 연구결과는 일

정하지 않았다. 기업이 기술료 징수 건수 및 액수와 사업화 건수가 우수

(노영진 등, 2018; 심우중 등, 2010)하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이가영

(2017)은 기술료 건수는 정부출연연이 사업화 건수는 대학이 우수하다 

했으며, 윤종현 등(2014)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료 건수와 액수

는 부(-)의 관계에 있고, 사업화 건수는 연구수행주체별로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는 정부연구개발비가 성과에 미치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행연

구의 연구자별로 서로 다른 부처의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또한 대상 과제의 수행년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수행했던 방법에 따라 환경분야 R&D

연구기관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연구수행주체

에 따른 연구 성과가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고, 연구수행주체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검토하려 

한다.

연구가설 - 1. 연구수행주체에 따라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에 미

치는 효과가 다르다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는 연구비나 연구수행주체에 따른 

성과결과에 비해 그리 많이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기초

연구는 대학이, 응용연구는 대학과 연구소가, 개발연구는 기업체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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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경향에 따라 논문 성과는 기초연구에서, 특허성과는 기초나 응용

연구에서, 사업화 성과는 개발연구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선행

연구결과 논문과 특허의 경우 윤종현(2014)는 기초연구가 최창선 등

(2017)은 응용연구가, 권재철 등(2012)는 단계별로 차이가 없다고 했다.

경제적 성과는 개발연구가 우수(권재철, 2012)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

관관계가 없거나(윤종현, 2014) 오히려 부(-)의 관계(노영진 등, 2018)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일반화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수행했던 방법에 따라 환경분야 R&D

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연구 성과가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고,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정부연구개발

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검토하려 한다.

연구가설 - 2.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에 미

치는 효과가 다르다

제 2 절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최근 10년(2008년∼2017년)간 환경부에서 지원한 18개 연구

개발사업 중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

는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국가과학

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예산이 집행된 세부과

제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

다. 또한, 환경부와 타부처 연구개발사업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

기간 국가연구개발 전체에 대한 과제정보와 성과정보를 수집하였다. 과

제는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연구개발시차를 고려하여 종료 후 3년 이상된 

과제(종료년도 기준 2014년에 종료된 과제)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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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기본 구성은 사업명, 대상년도, 연구수행주체, 소속기관명, 정부

연구개발비, 민간연구비, 연구인력수, 과제시작 및 종료일, 연구개발유형,

연구인력의 수 및 학력 등 과제 정보와 논문 수(SCI, 비SCI),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료 징수 건수 및 징수액, 사업화 건수 및 사업화 액수, 인

력 양성수 등 성과정보로 구분되어 있다. 과제 정보의 경우 과제별 연구

비는 연구수행기간내 총합계로 산정하였으며, 연구수행주체는 과제의 주

관연구기관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구개발인력의 수는 연구수행기간내 

연구원으로 등록된 총 연구원의 수를 사용했다. 성과는 시간지연효과를 

고려하여 2014년까지 종료된 과제에 대해 과제 시작년도부터 2017년까지 

NTIS에 등록된 모든 성과의 합으로 산정하였다.

제 3 절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인 환경 분야 R&D 사업에 대한 정부연구개발비의 규

모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연구분석 모형을 구

축하였다.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구수행주체 및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 연구자(김태희 등(2009), 김

주경(2014), 박석종 등(2011), 심우중 등(2010), 이가영(2017), 윤종현 등

(2014), 최경철(2017), 최지영 등(2016), 최창선 등(2017), 허태정(2016))들

이 설계한 연구모형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는 

기본모형을 설계했다.

또한, 정부연구개발비의 규모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수행주

체와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를 포

함한 연구모형을 추가로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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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 종속변수

정부연구개발비

연구수행주체

연구개발단계

SCI 논문건수

특허출원 및 등록

기술료 징수건 및 액수

사업화 건수 및 액수

통제변수

사업종류

연구개발기간

연구인력규모

<그림 3-1> 상호효과를 고려하기 전의 연구 분석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정부연구개발비

SCI 논문건수

특허출원 및 등록

기술료 징수건 및 액수

사업화 건수 및 액수

⇨

⇧

조절변수

연구수행주체

연구개발단계

통제변수

사업종류

연구개발기간

연구인력규모

민간연구비비율

<그림 3-2> 상호효과를 고려한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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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변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환경부 R&D 사업의 정부연구개발비 지원에 의

해 산출되는 성과인 SCI 논문 건수와 특허출원 건수, 특허등록 건수, 기

술료 징수 건수, 기술료 징수 액수, 그리고 사업화 건수와 액수로 설정하

였다. 이는 과기정통부에서 국가 R&D 사업 성과평가를 위해 정량적 지

표로 사용하는 척도이며, 선행연구들에서 본 R&D 성과를 과학적, 기술

적, 경제적 지표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상의 연구개발 

성과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R&D 사업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연구성과를 확

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로는 과제 시작에서 종료까지 지원받는 정부연구개

발비 총액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기본모형에서는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

발단계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3. 통제변수

정부연구개발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만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종

류, 총 연구개발기간, 연구인력규모, 민간연구비 비율를 통제하였다. 연구

개발기간은 과제별로 1∼5년이며, 연구원 수는 해당기간 동안 사업에 참

여한 총 연구원 수로 했으며, 민간연구비 비율은 총 연구개발비 대비 민

간연구개발비의 비율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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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절변수

정부연구개발비 지원에 따라 산출된 성과가 연구수행기관의 유형과 연

구개발단계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호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연구수행기관의 유형과 연구개발단계를 조절변수로 하여 분

석하였다.

<표 3-1> 변수의 정의와 구성요소

변수 구성요소(정의)

종속변수 SCI 논문건수,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기술료 징수 건수 및 액수, 사업화 건수 및 액수

독립변수 정부연구개발비, 연구수행주체, 연구개발단계

통제변수 사업종류, 연구개발기간, 연구인력규모, 민간연구비 비율

조절변수 연구수행기관유형, 연구개발단계

제 4 절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기

술 통계 분석을 통해 분석 자료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상관분석을 통

해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성과 간에 상관관계에 있는지 검토했다. 연구

성과와 정부연구개발비의 규모, 연구수행주체, 연구개발단계가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수

행주체와 연구개발단계가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조

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으로 SAS 9.4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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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기술통계

본 연구는 환경부에서 수행된 R&D 과제 중 2014년에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77개 과제 중 과제정보와 성과정보의 결측치가 

없는 과제인 189개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1-1. 정부연구개발비 규모

환경부 R&D 사업의 과제당 연구기간 내 총 정부연구개발비 규모는 

평균 969백만원, 최소값은 40백만원, 최대값 7,280백만원이었다. 정부연구

개발비의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성에 따라 정부연구개발비 규

모를 상용로그로 변환한 경우 정규분포에 더 근접한 결과를 확인하여 이

후 변수간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은 정부연구개발비 규모를 상용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수행했다.

<표 4-1>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의 기술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Q1 중위값 Q3 최대값

정부연구개발비 

규모(백만원)
968.5 1,031.4 40.0 425.0 720.0 1,100.0 7,280

정부연구개발비 

규모 (log 값)
2.83 0.36 1.60 2.63 2.86 3.04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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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비 분포 정부연구개발비 분포(log scale)

<그림 4-1>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의 분포

환경부 R&D 사업의 연구수행주체별 평균 정부연구개발비 규모는 대

기업(평균 1,550백만원)이 가장 컸으며, 출연연(평균 1,186백만원), 중소기

업(평균 867백만원), 대학(평균 820백만) 순이었다.

<표 4-2> 연구수행주체별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의 기술통계량

(단위: 백만원)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obs
(건)

평균
중위
값

표준
편차

obs
(건)

평균
중위
값

표준
편차

obs
(건)

평균
중위
값

표준
편차

obs
(건)

평균
중위
값

표준
편차

정부
연구

개발비
69 867.4 760.0 590.8 20 1,549.5 997.3 1,099.3 72 819.6 521.5 1,142.2 28 1,185.6 727.0 1,365.0

환경부 R&D 사업의 연구개발단계별 평균 정부연구개발비 규모는 개

발연구(평균 1,210백만원)가 가장 컸으며, 응용연구(평균 1,184백만원), 기

초연구(평균 624백만원) 순이었다.

<표 4-3> 연구개발단계별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의 기술통계량

(단위: 백만원)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obs
(건)

평균 중위값
표준
편차

obs
(건)

평균 중위값
표준
편차

obs
(건)

평균 중위값
표준
편차

정부
연구

개발비
25 623.5 464.0 429.2 46 1,118.4 673.5 1,246.8 66 1,210.3 797.5 1,299.9

※ 연구개발단계를 ‘기타‘로 선택한 과제(52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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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연구수행주체 및 연구개발단계별 정부연구개발비 규모

1-2.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성과 

SCI 논문 건수는 출연연(평균 3.5건)이 가장 높으며, 대학(3.4건), 대기

업(0.9건), 중소기업(0.9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은 출연연(5.5건)이 

가장 높았으며, 특허등록은 대기업(3.9건)이 가장 높았다. 기술료 건수와 

액수는 모두 대기업(1.2건, 324.8백만원)이 가장 높았다. 사업화 건수는 

중소기업이 7.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화 액수는 대기업이 27,575.7백

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표 4-4>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통계량

　
중소기업(69개) 대기업(20개) 대학(72개) 출연연(28개)

평균 중위값
표준
편차

평균 중위값
표준
편차

평균 중위값
표준
편차

평균 중위값
표준
편차

SCI 논문
(건)

0.9 0.0 1.8 0.9 0.0 2.0 3.4 2.0 4.6 3.5 0.0 7.2

특허출원
(건)

3.9 3.0 3.7 4.5 3.5 3.9 3.3 1.0 5.4 5.5 3.0 7.2

특허등록
(건)

2.8 2.0 3.7 3.9 2.5 3.6 2.1 1.0 3.3 3.4 2.0 4.6

기술료 
(건)

0.8 1.0 0.6 1.2 1.0 1.2 0.1 0.0 0.4 0.2 0.0 0.5

기술료액수 
(백만원) 79.4 81.4 77.1 324.8 221.7 297.6 5.9 0.0 30.2 5.3 0.0 17.1

사업화 
(건) 7.6 1.0 15.0 3.7 0.5 5.5 0.3 0.0 1.7 0.4 0.0 1.2

사업화액수 
(백만원)

7,774.0 18.0 37,247.4 27,575.7 13.8 69,313.7 66.3 0.0 458.1 11.2 0.0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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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논문>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료 건수> <기술료 액수> <사업화 건수>

<사업화액수>

<그림 4-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 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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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단계별 연구성과 

SCI 논문 건수는 응용연구(평균 5.2건)을 가장 많으며, 기초연구(1.8건),

개발(1.3건)연구 순이었다. 특허 출원은 응용연구(평균 6.0건), 개발연구

(4.5건), 기초연구(1.6건) 순이었으며, 특허 등록은 응용연구(평균 3.8건)가 

가장 많았고 개발연구(3.5건), 기초연구(1.6건)연구 순이었다. 기술료 건,

기술료액수, 사업화 건 및 사업화 액수는 모두 개발연구가 가장 컸다.

<표 4-5> 연구개발단계별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통계량

　
기초연구 (25개) 응용연구 (46개) 개발연구 (66개)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SCI 논문
(건)

1.8 0.0 2.2 5.2 2.5 7.1 1.3 0.0 2.3

특허출원
(건)

1.6 1.0 1.9 6.0 4.0 6.7 4.5 3.0 5.1

특허등록
(건) 1.6 1.0 1.9 3.8 2.5 4.4 3.5 2.0 4.4

기술료 
(건) 0.4 0.0 0.5 0.5 0.0 0.6 0.6 0.0 0.9

기술료 액수 
(백만원)

49.3 0.0 94.8 36.2 0.0 57.4 114.2 0.0 217.7

사업화 건 1.0 0.0 3.5 1.7 0.0 5.1 7.2 0.0 15.1

사업화 액수 
(백만원)

769.0 0.0 2,822.8 436.0 0.0 1,360.2 15,808.9 0.0 53,807.0

※ 연구개발단계를 ‘기타‘로 선택한 과제(52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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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 논문건> <특허출원건> <특허등록건>

<기술료 건> <기술료 액수> <사업화 건>

<사업화액수>

<그림 4-4>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 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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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분석

2-1. 정부연구개발비와 연구성과간 상관관계분석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구개발성과(SCI 논문, 특허 출원, 특허 등록,

기술료 건수 및 액수, 사업화 건수 및 액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

석결과 정부연구개발비 규모는 논문,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료 건수 및 

액수, 사업화 건수 및 액수 등 연구개발성과의 증가와 매우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6>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구성과간 상관계수

　
정부
연구비
(log)

SCI
논문
(건)

특허
출원
(건)

특허
등록
(건)

기술료
(건)

기술료
징수액
(log)

사업화
(건)

사업화
징수액
(log)

정부
연구비
(log)

pearson
상관계수
(N=189)

1 0.214*** 0.514*** 0.500*** 0.325*** 0.384*** 0.235*** 0.285***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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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성과간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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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수행주체별 정부연구개발비와 연구성과간 상관관계분석

연구수행주체별로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구개발 성과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과 대학의 경우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모든 연구

성과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출연연의 경

우엔 사업화 건수와 징수액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이외의 다른 연구개발성과에서는 

연구개발비 규모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4-7> 연구수행주체별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구성과간 상관계수

　
정부

연구비
(log)

SCI
논문
(건)

특허
출원
(건)

특허
등록
(건)

기술료
(건)

기술료
징수액
(log)

사업화
(건)

사업화
징수액
(log)

중소
기업

정부
연구비
(log)

pearson
상관계수
(N=69)

1 0.202* 0.522*** 0.408*** 0.251** 0.406*** 0.382*** 0.280*

대기업
pearson
상관계수
(N=20)

1 0.185 0.296 0.247 0.271 0.414* 0.034 0.203

대학
pearson
상관계수
(N=72)

1 0.350*** 0.555*** 0583*** 0.254** 0.262** 0.282** 0.342***

출연연
pearson
상관계수
(N=28)

1 0.330* 0.512*** 0.525*** 0.388** 0.376** 0.147 0.053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2-3. 연구개발단계별 정부연구개발비와 연구성과간 상관관계분석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의 증가와 연구개발 성과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응용연구는 SCI 논문, 특허 출원, 특허 등록,

기술료 건 및 기술료 징수액이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상관관계를 가졌

으며, 개발연구는 특허 출원, 특허 등록, 기술료 건, 기술료 징수액, 사업

화 건, 사업화 징수액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초연구의 경우 특허 출원 건수만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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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연구개발단계별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구성과간 상관계수

　
정부
연구비
(log)

SCI
논문
(건)

특허
출원
(건)

특허
등록
(건)

기술료
(건)

기술료
징수액
(log)

사업화
(건)

사업화
징수액
(log)

기초
연구

정부
연구비
(log)

pearson
상관계수
(N=25)

1 0.055 0.395* 0.106 0.119 0.268 -0.011 -0.030

응용
연구

pearson
상관계수
(N=46)

1 0.420*** 0.562*** 0.583*** 0.391*** 0.375** 0.038 0.045

개발
연구

pearson
상관계수
(N=66)

1 -0.028 0.502*** 0.497*** 0.329*** 0.462*** 0.318*** 0.446***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연구개발단계를 ‘기타‘로 선택한 과제(52개)는 제외

2-4. 소결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의 증가는 모든 연구개발성과의 증가와 강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관계수는 특허 출원>특허 등록>기술료 징

수액>기술료 건수>사업화 징수액>사업화 건수>SCI 논문 순이었다.

연구수행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연구수행주체별로 정부연구개발비 규모

와 연구성과간의 상관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중소기

업, 대학, 출연연의 경우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구개발성과간의 상관

관계가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관계수는 특

허 출원>특허 등록>기술료 징수액>사업화 건수>사업화 징수액>기술료 

건수>SCI 논문 건수였으나, 대학의 경우 특허 등록>특허 출원>SCI 논문 

건수>사업화 징수액>사업화 건수>기술료 징수액>기술료 건수 순으로 서

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엔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구

개발성과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연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연구단계에 따라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

구성과간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용연구와 개

발연구의 경우엔 대부분의 연구성과가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응용연구의 경우 특허 등록>특허 출원>SCI논문 

건수>기술료 건수>기술료 징수액 순으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개발연

구의 경우 특허 출원>특허 등록>기술료 징수액>사업화 징수액>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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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사업화 건수 순이었으며, SCI 논문 건수의 경우엔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기초연구의 경우엔 특허출원만이 정부연구

개발비 규모와 연구개발 성과가 약한 상관을 보였으며, 나머지 연구개발

성과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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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중회귀분석

1. 상호작용효과가 고려되기 전의 기본모형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단계의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의 상호작용효

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연구개발비규모, 연구수행주체, 연구개

발단계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표 4-9> 상호작용효과 고려되기 전 기본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SCI
논문
(건)

특허
출원
(건)

특허
등록
(건)

기술료
(건)

기술료액 
(log)

사업화
(건)

사업화액
(log)

독립

변수

정부연구개발비 (log) 4.116***

(1.11)
5.550***

(1.20)
2.343***

(0.84)
0.266
(0.18)

0.714***

(0.20)
-0.960
(2.64)

0.331
(0.38)

연구
수행주체
(기준:

중소기업)

대기업 -0.168
(1.05)

-1.321
(1.13)

-0.73
(0.79)

0.215
(0.17)

0.638***

(0.19)
-7.406***

(2.49)
-0.161
(0.36)

대학 3.052***

(0.70)
-0.390
(0.75)

-0.737
(0.53)

-0.619***

(0.11)
-1.060***

(0.12)
-7.292***

(1.66)
-1.372***

(0.24)

출연연 1.497*

(0.86)
-0.024
(0.93)

-0.159
(0.65)

-0.714***

(0.14)
-1.297***

(0.15)
-7.251***

(2.05)
-1.387***

(0.30)

연구
개발단계
(기준 :
개발)

기초 -0.127
(1.07)

-1.801
(1.15)

-1.523*

(0.81)
0.063
(0.17)

0.245
(0.19)

-4.979*

(2.54)
-1.169***

(0.37)

응용  3.181***

(0.81)
1.009
(0.87)

0.096
(0.61)

0.059
(0.13)

0.126
(0.14)

-3.438*

(1.93)
-0.665**

(0.28)

통제

변수

사업 1 -1.264
(1.35)

-0.560
(1.45)

-0.889
(1.02)

0.123
(0.21)

0.316
(0.24)

3.182
(3.20)

0.573
(0.46)

사업 2 -1.986
(1.87)

-2.239
(2.01)

-1.167
(1.41)

0.135
(0.29)

0.410
(0.33)

-2.832
(4.43)

-0.661
(0.64)

사업 3 0.901
(1.97)

-0.778
(2.11)

0.849
(1.48)

0.019
(0.31)

0.358
(0.35)

6.474
(4.67)

-0.412
(0.67)

사업 4 1.296
(1.13)

1.937
(1.21)

1.164
(0.85)

0.006
(0.18)

0.041
(0.20)

0.878
(2.68)

0.186
(0.39)

사업 5 1.018
(1.52)

0.529
(1.63)

2.202*
(1.15)

0.067
(0.24)

0.047
(0.27)

1.164
(3.61)

0.492
(0.52)

사업 6 1.891
(1.42)

4.066***

(1.52)
2.785***

(1.07)
0.317
(0.22)

0.445*
(0.25)

0.098
(3.35)

-0.135
(0.48)

총 연구기간 -0.06
(0.39)

-0.201
(0.41)

0.066
(0.29)

0.076
(0.06)

0.109
(0.07)

-0.329
(0.92)

-0.099
(0.13)

총 연구원수 -0.006
(0.01)

0.020***

(0.01)
0.025***

(0.01)
0.000
(0.00)

-0.003**

(0.00)
0.063***

(0.02)
0.005**

(0.00)

민간부담금 비율 0.544
(2.94)

-3.242
(3.15)

-0.752
(2.21)

0.395
(0.46)

1.159**

(0.52)
-8.005
(6.96)

-0.883
(1.00)

R2 0.361 0.461 0.510 0.392 0.652 0.309 0.389

※ 괄호안은 표준오차, p-value(*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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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에 의한 연구개발성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연구개발비 규모는 SCI 논문 건

수,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료 징수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기술료 

건수, 사업화 건수, 사업화 액수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김주경 외(2014), 노영진 외(2018), 박성민(2014), 이주영(2017), 장

금영(2010), 최상인 외(2017)은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SCI 논문 건수, 특

허등록, 기술료 수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이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화와 관련해

서는 연구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노영진 외(2018)와 허태

정(2016)은 정부연구개발비가 증가할수록 사업화 수는 감소하고, 이주영

(2017)은 정부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성과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했으나, 최상선 외(2017)는 사업화 성과에 정(+)이 영향을 미친다 

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사업화 건수 및 

사업화 액수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1-2. 연구수행 주체에 의한 연구개발성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수행주체가 성과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연구수행주체가 연구개발성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이나, 일부 성과의 경우엔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성과의 종류에 따라 그 영향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CI 논문 건수의 경우 연구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일 때보다 대학과 출연

연인 경우 성과가 더 많았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논문(권재철 외(2012),

김주경 외(2014), 박원미(2015), 심우중 외(2010), 윤종현(2014), 이가영

(2017), 장금영(2010), 최상선 외(2017))과 동일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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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 건수의 경우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대상 사업

별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연구수행주체가 대학인 경우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 건수가 더 우수(이가영(2017), 장금영(2010), 박원미

(2015), 최상선 외(2017))하게 나타나거나, 기업인 경우 부(-)의 영향(노영

진 외(2018))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면에 정의 영향(권재철 외(2012))이 확

인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 건수의 경우에는 

연구수행주체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기술료 건수와 기술료 징수액의 경우 연구수행주체가 대학과 출연연인 

경우 중소기업보다 기술료 건수와 기술료 징수액이 적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노영진 외(2018), 이가영(2017), 최상선 

외(2017))와 동일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연구수행주체가 대기업인

경우 기술료 건수는 중소기업과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기술료 액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수의 경우 연구수행주체가 대학과 출연연인 

경우 모두 중소기업보다 성과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노영진 

외(2018), 심우중 외(2010))와 동일한 연구결과였다. 대기업의 경우는 사

업화 액수는 중소기업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업화 건수가 적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 연구개발단계에 의한 연구개발성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개발단계 성과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단계가 일부 연구개발성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이나,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성과도 많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SCI 논문 건수는 연구개발단계가 응용연구일 경우 개발연구보다 더 많

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초연구의 경우와는 유의미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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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선행연구의 경우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거나(권재철 외(2012)) 기초연구가 높거나(윤종현(2014)), 응용연

구가 높게(최상선 외(2017)) 분석되어 사업마다 그 결과가 달랐다.

특허 등록의 경우 연구개발단계가 기초연구인 경우 개발연구보다 그 

수가 적게 나타났으며, 응용연구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

며,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연구단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

었다. 선행연구 결과는 SCI 논문 건수와 비슷하여 연구마다 분석결과가 

달라(단계별로 유의미한 차이 없음–권재철 외(2012), 개발단계가 낮음-

노영진 외(2018), 개발단계가 높음–최상선 외(2017), 기초연구가 높음-윤

종현(2014)) 사업마다 그 결과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료 건수와 액수는 연구단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

었다. 이는 타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는데, 연구단계에 따른 기술이전 현

황에 대해 분석한 연구(권재철 외(2012), 노영진 외(2018))에서는 연구단

계가 개발연구인 경우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수이 경우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개발연구

보다 성과가 더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업화 성과에 대해 연

구한 논문(노영진(2018), 최상선(2017))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1-4. 사업화 성과가 있는 과제에 대한 추가 분석

사업화 실적이 있는 과제에 대해 정부연구개발비의 규모, 연구수행주

체,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수의 성과 결과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과제 중 

사업화 성과가 있는 과제는 전체 189개 과제 중 56개 과제로 연구수행주

체와 연구단계별 기술통계 결과는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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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통계량(사업화 성과가 있는 과제)

　
중소기업(38개) 대기업(10개) 대학(4개) 출연연(4개)

평균 중위값 표준
편차

평균 중위값 표준
편차

평균 중위값 표준
편차

평균 중위값 표준
편차

사업화 
(건)

13.8 4.0 18.0 7.3 6.0 5.9 5.8 4.0 4.9 2.8 2.0 2.2

사업화액수 
(백만원)

14,115.9 705.0 49,576.4 55,151.3 10,443.1 91,939.1 1,193.7 452.4 1,780.9 78.4 30.4 111.5

<표 4-11> 연구개발단계별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통계량(사업화 성과가 있는 과제)

　
기초연구 (3개) 응용연구 (8개) 개발연구 (32개)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사업화 
(건)

8.7 8 7.0 9.8 8.5 9.0 14.8 7.0 18.9

사업화액수 
(백만원) 6,408.3 6,322.3 6,435.2 2,506.7 1,393.4 2,441.6 32,605.9 3,790.9 74,197.1

※ 연구개발단계를 ‘기타‘로 선택한 과제(13개)는 제외

<표 4-12> 상호작용효과 고려되기 전 기본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사업화 성과가 있는 과제)

종속변수
사업화건 사업화액(로그)

독립변수

정부연구개발비 (백만원) log값 -3.715(10.25) 0.429(0.84)

연구수행주체

(기준:

중소기업)

대기업 -9.798(6.00) 0.790(0.49)

대학 -20.720**(7.99) -1.07(0.66)

출연연 -12.817(8.24) -1.501**(0.68)

연구개발단계

(기준 : 개발)

기초 8.329(13.60) 1.218(1.12)

응용 -5.37(6.72) 0.223(0.55)

통제변수

사업 1 11.18(10.84) 0.725(0.89)

사업 3 23.988(14.84) 0.490(1.22)

사업 4 8.933(9.81) 0.669(0.80)

사업 5 -1.164(14.73) -0.555(1.21)

사업 6 7.759(15.27) 0.175(1.25)

총 연구기간 -1.033(3.29) 0.023(0.27)

총 연구원수 0.096*(0.05) 0.002(0.00)

민간부담금 비율 -48.292(29.45) -2.278(2.42)

R2 0.440 0.422

※ 괄호안은 표준오차, p-value(*p<0.1, **p<0.05. ***p<0.01)

다중회귀분석결과 정부연구개발비의 규모는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사업화 건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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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주체가 대학인 경우 중소기업보다 사업화 건수가 적으나, 대기

업과 출연연의 경우엔 중소기업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업화 액수의 경우는 연구수행주체가 출연연인 경우 중소기업보다 적은 

것을 확인했으나, 대기업과 대학의 경우는 중소기업과의 유의미한 차이

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개발단계의 경우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수 

모두 연구개발단계간의 성과 차이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1-5. 소결

정부연구개발비의 규모, 연구수행주체, 연구개발단계가 연구성과의 크

기를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성과의 경우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연구개발비 규모는 SCI 논문 건수, 특허 출원, 특허 등록과 기술료 

액수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기술료 건수와 사업화 건수 및 사업화 액

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수행주체에 따른 성과는 대

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기술료 액수는 더 많으나, 사업화 건수는 적었다.

반면 대학과 출연연은 중소기업보다 SCI 논문 건수는 많으나, 기술료 건

수 및 액수, 사업화 건수와 액수는 적었다. 연구단계별 성과는 기초연구

는 개발연구보다 특허 등록,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수는 적었다. 응용

연구는 개발연구보다 SCI 논문 건수는 많으나,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

수는 적었다.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수의 경우 사업화 여부와 상관없이 분석한 결

과 사업화 건수는 대기업과 대학, 출연연 모두, 사업화 액수의 경우는 대

학과 출연연이 중소기업보다 적은 성과가 나타났다.

사업화 실적이 있는 과제의 경우 정부연구개발비의 규모는 연구성과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었으며,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

발단계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화 건수는 대학이 

사업화 액수는 출연연이 중소기업보다 적게 발생되었고, 중소기업과 대

기업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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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단계의 조절효과 모형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 4-13> 연구개발단계별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구성과간 상관계수

종속변수
SCI

특허

출원

특허

등록

기술료

(건)

기술료액

(로그)

사업화

(건)

사업화액

(로그)

독립

변수

정부연구비 (백만원)

log값
1.473
(2.11)

6.918***

(2.28)
4.351***

(1.59)
0.647*

(0.34)
1.586***

(0.37)
17.144***

(4.73)
2.211***

(0.73)

연구

수행주체

(기준:

중소기업)

대기업
-0.311
(9.94)

23.191**

(10.74)
22.357***

(7.50)
-0.219
(1.61)

2.500
(1.73)

99.794***

(22.25)
4.002
(3.43)

대학 
2.626
(5.47)

1.629
(5.91)

3.949
(4.13)

0.898
(0.88)

2.908***

(0.95)
43.405***

(12.24)
0.476
(1.89)

출연연 
-4.645
(7.28)

-2.481
(7.87)

1.193
(5.49)

0.516
(1.18)

2.828**

(1.26)
52.625***

(16.30)
2.503
(2.51)

연구

개발단계

(기준 :개발)

기초 
0.317
(7.78)

15.376*

(8.41)
10.025*

(5.87)
1.441
(1.26)

2.056
(1.35)

40.905**

(17.42)
5.283*

(2.69)

응용 -12.72**

(5.76)
-0.541
(6.22)

0.211
(4.34)

-0.297
(0.93)

-0.731
(1.00)

7.987
(12.88)

3.001
(1.99)

조절

효과

연구

수행주체

(기준:

중소기업)

정부연구비 
×대기업

0.074
(3.31)

-8.119**

(3.57)
-7.710***

(2.49)
0.116
(0.53)

-0.690
(0.57)

-36.478***

(7.40)
-1.435
(1.14)

정부연구비 
×대학 

0.121
(1.94)

-0.759
(2.10)

-1.708
(1.47)

-0.542*

(0.31)
-1.417***

(0.34)
-18.174***

(4.35)
-0.661
(0.67)

정부연구비 
×출연연 

2.051
(2.53)

0.713
(2.73)

-0.600
(1.91)

-0.437
(0.41)

-1.454***

(0.44)
-21.373***

(5.66)
-1.394
(0.87)

연구

개발단계

(기준 : 개발)

정부연구비 
×기초 

-0.326
(2.79)

-6.233**

(3.02)
-4.153*

(2.11)
-0.497
(0.45)

-0.633
(0.48)

-16.078**

(6.25)
-2.315**

(0.96)

정부연구비 
×응용 

5.622***

(2.00)
0.588
(2.16)

-0.015
(1.51)

0.132
(0.32)

0.309
(0.35)

-3.974
(4.48)

-1.279*

(0.69)

통제

변수

사업 1
-0.824
(1.34)

-0.489
(1.44)

-0.865
(1.01)

0.085
(0.22)

0.258
(0.23)

2.632
(2.99)

0.469
(0.46)

사업 2
-2.762
(1.85)

-2.291
(2.00)

-1.127
(1.39)

0.108
(0.30)

0.367
(0.32)

-1.862
(4.14)

-0.44
(0.64)

사업 3
0.558
(1.99)

-1.446
(2.15)

0.240
(1.50)

-0.064
(0.32)

0.242
(0.35)

3.746
(4.45)

-0.789
(0.69)

사업 4
1.396
(1.13)

1.761
(1.22)

0.962
(0.85)

-0.019
(0.18)

-0.068
(0.20)

-0.839
(2.53)

0.196
(0.39)

사업 5
0.551
(1.54)

-0.481
(1.66)

1.53
(1.16)

0.003
(0.25)

-0.086
(0.27)

-1.263
(3.45)

0.387
(0.53)

사업 6
1.624
(1.40)

3.977***

(1.51)
2.82***

(1.05)
0.327
(0.23)

0.483**

(0.24)
1.261
(3.13)

0.029
(0.48)

총 연구기간
-0.474
(0.40)

-0.291
(0.44)

0.067
(0.30)

0.064
(0.07)

0.126*

(0.07)
0.426
(0.9)

-0.074
(0.14)

총 연구원수
0.002
(0.01)

0.024***

(0.01)
0.027
(0.01)

0.000
(0.00)

-0.003*

(0.00)
0.064***

(0.02)
0.003
(0.00)

민간부담금 비율
1.525
(3.00)

-3.35
(3.24)

-0.771
(2.26)

0.513
(0.48)

1.53***

(0.52)
-6.068
(6.71)

-1.256
(1.04)

R2 0.411 0.497 0.548 0.410 0.690 0.433 0.426

※ 괄호안은 표준오차, p-value(*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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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구수행주체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수행주체에 의해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

이가 있는지 상호효과를 확인한 결과, 연구개발 성과 종류에 따라서 결

과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SCI 논문 건수와 사업화 액수의 경우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의 조절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수행주체가 달

라져도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SCI 논문 건수와 사업화액에 미치는 효

과는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의 경우 연구수행주체가 대기업일 경우 중소기

업일 때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주 효과에 부(-)의 조절효

과를 나타냈다. 즉,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특허 등록과 특허 출원의 수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는 연구수행주체가 대기업인 경우 중소

기업일 때보다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에 미치는 상

호효과로 인해 주효과가 감소되어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자본력으로 인해 국가연구개발

사업보다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된 결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

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윤지웅 외(2013))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대학과 출연연의 경우에는 연구수행

주체가 중소기업일 경우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기술료 건수의 경우 연구수행주체가 대학인 경우 중소기업일 때보다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미치는 영향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대기업

과 출연연의 경우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기술료 액수의 경우 연구수행주체가 대학과 출연연인 경우 중소기업일 

때보다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미치는 영향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대기업의 경우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사업화 건수의 경우 연구수행주체가 대기업, 대학과 출연인인 경

우 연구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일 때보다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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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에 부(-)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수행주체에 따른 조절효과의 부(-)의 영향이 정부연구비 규모가 사업

화 건수에 미치는 정(+)의 주효보다 커서, 정부연구비 규모가 미치는 정

(+)의 영향이 부(-)이 영향으로 바뀌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구개발단계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정부연구개발비의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효과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연구개발성과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SCI 논문 건수의 경우 응용연구일 경우 개발연구일 때보다 정부연구개

발비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

었으나,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응

용연구의 경우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SCI 논문 건수에 미치는 주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상호효과는 정(+)의 관계가 유의미하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수의 경우에는 기초

연구일 경우 연구개발단계가 개발연구일 때보다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응용연구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기술료 건수와 기술료 징수액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단계가 정부연구개

발비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정(+)의 주효과에 미치는 유의미한 조절효과

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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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화 성과가 있는 과제에 대한 추가 분석

사업화 실적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단계에 따

라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다.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수의 경우 정부연구비 규모가 성과 창출에 미

치는 주효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

지만, 사업화 건수의 경우 연구수행주체가 대기업과 대학인 경우 연구수

행주체가 중소기업일 때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

향에 부(-)의 조절효과를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출연연의 경우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수에 미치는 상호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표 4-14> 상호작용효과 고려된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사업화 성과가 있는 과제)

종속변수
사업화건 사업화액(로그)

독립

변수

정부연구비 (백만원) log값 9.424(14.84) 0.637(1.24)

연구수행주체

(기준: 중소기업)

대기업 110.593*(57.10) -3.341(4.76)

대학 171.283**(71.54) 2.185(5.97)

출연연 39.218(97.15) 11.749(8.10)

연구개발단계

(기준 :개발)

기초 -5.115(66.67) -4.395(5.56)

응용 55.736(68.88) 0.151(5.75)

조절

효과

연구수행주체

(기준_중소기업)

정부연구개발비×대기업 -41.984**(18.91) 1.213(1.58)

정부연구개발비×대학 -61.897***(22.42) -1.058(1.87)

정부연구개발비×출연연 -16.944(32.98) -4.478(2.75)

연구개발단계

(기준 : 개발)

정부연구개발비×기초 8.911(24.78) 2.352(2.07)

정부연구개발비×응용 -21.435(23.56) -0.007(1.97)

정부연구개발비×기타 -28.491(37.96) -4.894(3.17)

통제변

수

사업 1 11.171(11.83) 1.944*(0.99)

사업 2 0.000(0.00) 0.000(0.00)

사업 3 20.069(15.08) 1.561(1.26)

사업 4 5.896(11.26) 1.887*(0.94)

사업 5 -4.66(15.04) 0.595(1.25)

사업 6 12.546(18.55) 2.803*(1.55)

총 연구기간 1.678(3.68) 0.047(0.31)

총 연구원수 0.123**(0.06) 0.002(0.00)

민간부담금 비율 -11.781(29.67) -1.958(2.47)

R2 0.595 0.568

※ 괄호안은 표준오차, p-value(*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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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연구성과의 크기를 결정

하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SCI 논문 건수는 정부연

구개발비 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수행주체 및 연구개발단계와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

에 미치는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성과의 종류에 따라 그 영

향이 서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수행주체에 따

라 그리고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달랐다.

연구수행주체가 대기업인 경우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중소기업의 특

허 출원, 특허 등록 및 사업화 건수 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부

(-)의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의 경우에는 기술료 건수,

기술료 액수, 사업화 건수에 부(-)의 효과를, 출연연의 경우에는 기술료 

액수와 사업화 건수에 부(-)의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연구개발단계가 기초연구인 경우 개발연구보다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특허출원, 기술료건수, 사업화 건수, 사업화 액수에 미치는 영향에 부(-)

의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응용연구의 경우에는 SCI 논문 건수에 정부

연구개발비 규모가 미치는 영향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화 실적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 정부연구개발비의 규모가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수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단계가 미

치는 상호효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연구비가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수

에 미치는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업화 건수에 대해 

연구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일 때보다 대기업과 대학인 경우 부(-)의 조절효

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출연연의 경우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

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개발단계에 의한 유의미한 상호 영향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사업화 액수의 경우엔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

단계에 따른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 67 -

제3절 종합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구수행주체, 연구개발

단계가 연구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정부연구

개발비 규모와 연구수행주체 및 연구개발단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

석을 실시했으며, 종합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구개발주체 및 연구개발단계와의 상호

작용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부연구개발비의 규모는 대부분의 연

구개발성과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에 

의해 정(+)의 영향을 받는 성과는 SCI 논문 건수, 특허 출원 및 특허 등

록, 기술료 징수액이었으며, 기술료 건수와 사업화 건수 및 사업화 액수

의 경우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일부 연구성과의 경우 연구수행주체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발생되었다. 연구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대

학 그리고 출연연의 연구성과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는 중

소기업보다 기술료 액수는 많으나 사업화 건수는 적었다. 반면 대학과 

출연연의 경우는 중소기업보다 SCI 논문 건수는 많으나, 기술료 건수와 

기술료 액수,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수는 적었다.

셋째, 일부 연구성과의 경우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개발연구를 기준으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경우 발생되는 

연구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구의 경우 개발연구보다 특허 등록, 사업

화 건수, 사업화 액수가 더 적었던 반면 응용연구의 경우, SCI 논문 건

수는 더 많으나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수는 적었다.

넷째, 사업화 성과가 있는 과제에 대해서 정부연구개발비규모와 연구

수행주체 및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구개발단계는 사업화성과 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연구수행주체의 경우 대학이 중소

기업보다 사업화 건수가 적었으며, 출연연이 중소기업보다 사업화 액수

가 적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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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정부연구개발비 규모와 연구개발주체 및 연구개발단계와의 상

호작용효과를 고려한 경우, 정부연구개발비의 규모는 SCI 논문 건수를 

제외한 모든 연구개발성과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연구수행주체에 따라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상호효과는 일부 연구개발성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를 기준으로 대기업의 경우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특허 

출원, 특허 등록, 사업화 건수에 미치는 영향에 부(-)의 상호 효과를 나타

냈으며, 대학의 경우는 기술료 건수 및 기술료 액수와 사업화 건수에 부

(-)의 상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출연연의 경우에는 기술료 액수와 

사업화 건수에 부(-)의 상호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른 성과의 경

우에는 유의미한 상호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곱째,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상호효과는 일부 연구개발 성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개발단계가 

기초연구인 경우 개발연구에 비해 정부연구개발비가 특허 출원, 기술료,

사업화 건수 및 사업화 액수에 미치는 영향에 부(-)의 효과를 나타냈으

며, 응용연구의 경우 SCI 논문 건수에 정(+)의 상호효과를 나타냄을 확

인할 수 있었으나, 다른 성과에서는 유의미한 상호효과를 확인할 수 없

었다.

여덟째, 사업화 실적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 연구수행주체가 대기업과 

대학인 경우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사업화 건수에 미치는 영향에 부의 

상호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연구개발단계는 유의미한 상호효과

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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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결과 비고

정부 연구개발비 규모는 환

경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에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

이다.

정부연구개발비 규모는 SCI 논문건수,

특허 출원, 특허 등록, 기술료 액수, 사

업화 건수 및 사업화 액수에 정(+)영향

을 미친다.

※ (추가) 연구수행주체 및 연구개발단

계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다르다.

일부 채택

1. 연구수행주체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환경분야 연구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부 성

과에 대해 연구수행 주체(중소기업 기

준으로)에 따라 달랐다.

- 대기업의 경우 특허 출원, 특허등록,

사업화 건수에 부(-)의 영향이 나타났

다.

- 대학의 경우 기술료 건수, 기술료 액

수, 사업화 건수에 부(-)의 영향을 나타

났다.

- 출연연의 경우 기술료액수와 사업화 건

수에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일부 채택

2.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비 규모가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환경분야 연구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부 성

과에 대해 연구개발단계(개발단계 기준

으로)에 따라 달랐다.

- 기초단계의 경우 특허 출원, 특허 등

록, 사업화 건수 및 사업화 액수에 부(-)

의 영향이 나타났다.

- 응용 단계의 경우 SCI 논문 건수에 정

(+)의 영향이 나타났다.

일부 채택

<표 4-15> 연구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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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환경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들에 대해 축적된 과제정보와 

과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연구개발비의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수행주체 및 연구개발단계별예 따라 연구개

발성과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연구개발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연구수행주체 및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에 종료된 정부연구개발예산이 투입된 환경부 

과제에 대해 NTIS를 통해 과제 정보를 수집하여 과제 종료시까지 투입

된 정부연구개발비를 수집하고,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성과(SCI 논문, 특

허 출원, 특허 등록, 기술료 징수 건수, 기술료 징수 액수, 사업화 건수,

사업화 액수)를 과제 종료 후 3년 후까지 분석했다. 분석 모형은 다중회

귀분석을 사용했으며, 환경부 내 사업의 종류,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인

력규모와 민간연구개발비 비율을 통제했다. 또한 정부연구개발비의 규모

에 연구수행주체와 연구개발단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

해 이를 조절변수로 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에서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커질수록 대

부분의 연구개발성과 또한 증가되었으나 기술료 건수와 사업화 건수 및 

사업화 액수 등 사업화와 관련된 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이는 단순히 과제에 지원되는 정부연구개발비의 규모를 키운다 해서 

사업화와 관련된 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환경분야는 타 분야 산업과 달리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환경 

산업의 시장형성과 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전

제로 필요하며 그 규제를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해외 기

술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연구개발비가 지원되게 된다. 따라서 규제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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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연구개발비 지원 이외에 개발

된 기술이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부의 정책과 개발된 기술

에 대해 시장에서의 수요 진작을 위해 관련 기술의 인·검증 지원, 국내

외 사업화를 위한 실적 지원, 조달청 등록 및 입찰 가점 등 제도적 지원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수행주체에 따라 연구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연구수행주체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학과 출연

연의 경우엔 SCI 논문 건수가 많지만, 사업화 결과에 해당하는 기술료 

건수, 기술료 액수, 사업화 건수, 사업화 액수는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대기업의 경우엔 기술료 액수는 높으나 사업화 건수가 낮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과 출연연의 경우 일반 기업과의 공동연구나 기

술이전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수행하는 등의 현재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이전인 2014년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대

학과 출연연이 연구개발 성과로 취득하기 용이한 SCI 논문 수를 위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 성과 달성 위주로 연구 성과물을 취득한 것으

로 생각된다. 대기업의 경우 정부연구개발비가 중소기업의 2배 수준으로

써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이전료는 연구비규모와 관계가 있으므로 기술

료 액수가 중소기업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사업화 건수의 경우 

환경 분야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큰 규모의 사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소규모 사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

어 있는 환경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 참

여제한이나 참여하한제도로 인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적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구개발단계에 따라 연구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개발연구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구의 

경우 특허 등록, 사업화 건수 및 사업화 액수가 개발연구보다 적었으며,

응용연구의 경우 SCI 논문 건수는 더 높았으나,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수는 적음을 확인하였다. 환경산업의 경우 연구의 기반이 되며 새로운 

지식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보다는 타분야에서 개발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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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통해 실용화하거나 제품 및 장치 등을 만드는 응용연구와 개

발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본 분석 결과는 환경분야 R&D가 

갖는 연구개발단계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넷째,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연구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

구수행주체가 미치는 상호효과가 일부 성과에서 나타남을 확인했다. 중

소기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 특허 출원, 특허 등록과 

사업화 건수에 대해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연구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

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환경산업을 구

성하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등의 규제와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이 주를 이루어 대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특허 출원과 등록의 경우는 환경분야에 

진출한 대기업의 경우 자체 특허권 획득보다 특허권이 없는 기술에 대해

서는 기술이전 등의 방법으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중

소기업보다 특허권 취득을 위한 출원과 특허 등록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환경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환경 분야 신규 시설 공사

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되어 특허 

등을 가진 자신의 공정이나 기술보다 이미 타 공정이나 현장에 적용되어 

정상 가동이 확인된 기술을 가진 기업체에 사용권 취득이나 기술이전을 

통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특징이 반영

된 결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자금 부족으로 

특허 출원이나 등록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반

면, 대기업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금력으로 인해 정부연구개발비를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보다 자체 연구개발사업 결과로 특허 출원

이나 등록을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정부연구개발비 규모가 연구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개발단계가 미치는 상호효과가 일부 성과에서 나타남을 확인했다.

기초연구의 경우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 사업화 건수와 사업화 액수에 

부(-)의 상호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응용연구의 경우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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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건수에 정(+)의 상호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

연현상의 원리나 새로운 현상을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의 경우 

응용연구나 개발연구와 같은 상용화나 제품·장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계보다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 건수가 더 많을 거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결과이며, 환경분야 R&D의 경우 또한 선행연구의 연구대

상 사업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결과를 얻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 관련 정부연구개발비 예산 배분에 있어서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SCI 논문 수,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과 같은 산출지표의 성과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연구개발비 규모를 확

대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술료나 사업화 건수 및 액수와 같은 사업화 성

과에 해당되는 결과지표의 성과를 목표로 하는 사업의 경우, 과제당 지

원되는 정부연구개발 규모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부 규

제 강화 등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성과는 연구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일 경우에 대기업,

대학, 출연연일 경우보다 정부연구개발비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각 연구성과의 양적인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의 경우 중소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SCI 논문 건수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의 경우 기초연

구보다 응용연구에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원천기술의 권리 

확보를 위한 특허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

을 줄이고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에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개발

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의 사업화에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 사업화 성과

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투자 비중을 줄이고 개발연

구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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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환경분야 R&D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도

출하였지만, 분석방법과 자료 수집에 있어서 여러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해석을 정부연구개발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데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는 과제 종료 후 발생된 성과에 

대한 집계이다. 연구개발 시차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종료 

후 3년까지의 성과를 모두 조사하여 총 성과로 합산하였다. 환경분야 

R&D 과제의 경우 종료 이후 5년간 추가 발생된 성과를 조사하고 있으

며, 조사된 성과를 바탕으로 추정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에 대해 추후 과제 선정시 가점을 주어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 조사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종료된 과제의 추가 발생 성과

에 대한 집계에 한계가 있어, 과제 종료 후 발생된 성과가 누락될 가능

성이 있다.

둘째, 최근 연구개발사업은 기존의 정량적인 성과 분석의 한계를 인식

하고 정성적인 성과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R&D 사업도 SCI

의 피인용도와 특허의 Smart 값 등의 정성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

한 달성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성과

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성과의 질적인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연구성과 창출 결과에 차이가 이유

에 대해 타부처 연구개발사업과의 비교 분석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모형의 경우 NTIS에서 얻을 수 있는 연

구분석 대상 및 연구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모형을 

재구성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여 타부처 사업 

결과와 일반적인 분석이 가능한 결과를 얻었으나, 환경부 R&D 사업만의 

특수한 변수 등의 발굴이 미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환경부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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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특수한 성과지표 등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분야 

R&D 사업의 특성이 보다 잘 반영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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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R&D Project Performance

in the Environmental Sector

Han, Dae Hoo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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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s national R&D projects are the world's fifth largest and

the world's second largest in terms of GDP, which is the

highest level in the world. It is essential to promote maximum

R&D performance and creation through proper allocation of

state R&D costs, and research is needed for efficient allocation

of R&D costs to this end. In this research,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to check the impact of investment in

government R&D on R&D performance in environmental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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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and how the impact of government R&D costs on

R&D performance varies depending on research subjects and

stages of R&D. This study analyzed the R&D projec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n the scale of government R&D

expenses, the subje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how

R&D performance varies depending on the stage of R&D. And

whether the impact of government R&D spending on R&D

performance depends on the research subjects and the R&D

stage.

The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ize of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has

increased most of the research results, bu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erformance related to commercialization,

such as the number of technical fees, the number of

commercialization and the amount of commercialization. This

shows that unlike other industries,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government R&D funding to generate performance for

commercialization, as the nature of the environment industry's

regulations are preceded by government regulations for the

formation of markets for environmental industries and expansion

of the marke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ministry's projects that support government R&D funds for

technology development suitable for the regulations are

reflected. Seco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ubject of the research. Universiti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end to se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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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s based on the number of SCI papers that are easy to

acquire from R&D results. In the case of large companies,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re twice as high

as those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Due to this

reason, amount of technical charge is large due to large

technology transfer fee. However,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large companies can participate in commercialization is low due

to the restriction on participation by large companies in Korea.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re are fewer cases of

commercialization than small businesses. Third, the research

results showed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R&D stage. It

is judged that this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applied and

development research rather than basic research in the

environmental industry. Fourth, the impact of government R&D

spending on R&D performance was analyzed based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s a result, large companies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patent

registration and commercialization. The environmental industry

is mostly accounted for by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there are regulations such as restrictions on local

conglomerates' participation in business as part of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addition,

environmental projects are mainly small businesses rather than

large ones. Due to this reason, large companies tend to want to

enter large-scale businesses, so they have low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In addition, large companies that

enter the environment field carry out projects b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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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rather than acquiring their own patents, so it is judged

that their patent performance is lower than that of small

businesses. Fifth,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R&D phase on the R&D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R&D budget was reflected in some achievements.

keywords : R&D in national R&D projects, scale of government

R&D expenses, R&D performance, R&D performance, R&D

stage, and environmental field

Student Number : 2018-2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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