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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역사  변천과정에서 체제의 구성요소간 정

합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 이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과학기술

처 체제를 거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총리체제, 그리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로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련된 여러 부처들이 극 으로 과

학기술정책에의 여를 확 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담

부처와 다원화된 과학기술 련부처의 병존이라는 독특한 컨텍스트를 형성하

고 있다. 한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정부출연연구기 의 설립, 그리고 이를 

리하기 한 연구회의 설립 등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기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요소들이 나름 로의 논거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지

만, 체로서 화음을 들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불 화음을 만들고 있는지는 별

도의 문제이다. 체제의 효율성을 해서는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각각도 요

하지만 요소간 계도 결정 인 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비정합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은 태동기부

터 과학기술처에 부여된 집행기능에 있는 것으로 단된다. 과학기술 담부

처가 유  부처에 한 조정 기능과 유  부처와 복된 집행기능을 함께 수

행한다는 것은 본질 으로 모순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정부출연연구기 의 

할은 각 부처(70년 ) -> 과학기술처(80년 ) -> 각 부처(90년 ) → 연구회 → 

과학기술부총리로 변화되어 왔는데, 이는 정부출연연구기 에 한 략  방

향 설정이 일 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가 료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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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려면 문가사회의 

주도 인 참여를 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나, 이를 한 실질 인 권한

과 역량을 부여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연구회의 설계의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 다. 정부출연연구기 에 한 성공 인 거버 스 구축은 정부부처와 연

구회의 역할간에 정합성을 확보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정합성, 과학기술행정체제, 과학기술부, 정부출연연구기 】

Ⅰ. 서 론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체제의 구성요소간 정합

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과학기술정책은 중요성

이 빠르게 증대되어 왔고, 그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예산도 

급증하였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수립･추진

되었다.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체제 또한 성장과 분화를 거듭하면서 복

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초기부터 과학

기술 전담부처를 설치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독특한 진화과정을 거침으로써 후

발국은 물론 선진국으로부터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과정에서 다양하게 도입된 제도와 기관의 요소

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체제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과학기술처 체제를 거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부총리체제, 그리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과학기술

과 관련된 여러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에의 관여를 확대하는 특징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 전담부처와 다원화된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병

존이라는 독특한 컨텍스트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정부출

연연구기관의 설립,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회의 설립 등 다른 나라와

는 차별화된 독특한 기관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요소들이 나름대로의 

논거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전체로서 화음을 들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불

협화음을 만들고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각각도 중요하지만 요소간 관계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구성하는 요소간 관계에 천착한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여, 과학기술처의 태동에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의 출범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정합성을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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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 주된 논의의 범위는 환경맥락과 과학기술행정체제간의 부합성, 과학기술 

관련부처간 관계, 정부부처와 연구개발수행 및 관리주체와의 관계, 연구개발수

행주체와 전문관리기관간 관계 등이며, 연구개발수행주체 가운데에서도 정부출

연연구기관에 초점을 맞추어 정합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구조와 정합성의 의미

1. 정합성의 의의

제도의 정합성은 제도와 관련된 요소들간의 부합성을 의미한다. 제도를 구성

하는 요소들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거나 최소한 중립적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

에 있을 때 제도의 정합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내부적 

요소들과 제도를 둘러싼 환경적 요소들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제도의 정합성도 

외적 정합성과 내적 정합성으로 구분된다. 외적 정합성은 제도와 환경맥락의 부

합성을, 그리고 내적 정합성은 제도의 내부적 요소들간의 부합성을 의미한다(정
정길, 2002).2) 

정합성이 결여되는 원인에 대해 정정길(2002)은 구제도요소의 잔존, 제도의 

외적 정합성과의 관련, 내적 정합성의 본질적 문제 등 세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김근세･권순정(2001)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구조가 환경의 맥락과 정합성을 지

니지 못하는 이유를 중앙행정기관 스스로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설

계할 수 있는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는 데에서 찾고 있다. 한편 최종원(2003)에 

의하면, 행정혁신에 있어서 정합성의 확보는 이론적 인과관계에 관한 사전지식, 
매우 높은 수준의 정치적, 행정적 능력을 전제하는데, 이러한 가정이 비현실적

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 Lipsey & Lancaster

가 제시한 차선이론(theory of second best)에 의하면, 모든 비합리성을 일거에 제

거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제거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은 이전보다 못한 

1)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해체되고 교육과학기술

부가 설치되었다. 이제 막 출범한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정합성을 논하기 어렵기 때문

에 본 연구의 시간  범 를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까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2) 김성수(2000)는 정합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제도지체'를 논의하고 있다. '제도지체'는 환

경의 변화에 맞추어 제도가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 지 못하고 이 의 제도가 그 로 

유지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정정길(2002)이 논의하는 외  정합성에 해당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한편 Edquist & Johnson(1997)이 논의하는 제도경화(institutional scle-
rosis) 한 유사한 의미를 담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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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수도 있다(이준구, 1999a). 이러한 논의를 정합성과 관련시킨다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구성요소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아키텍쳐 혁신에 관한 Henderson & Clark(1990)의 논의 또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들에 따르면, 요소와 요소간 관계변화에 따라 혁신은 점진적 변화, 
모듈라 혁신, 아키텍쳐 혁신, 급진적 혁신 등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

운데 모듈라 혁신은 요소만 변환시키는 경우이고, 아키텍쳐 혁신은 요소간 관계

를 변화시키는 경우이다. 급진적 혁신은 새로운 요소의 도입 등 요소 변환과 요

소간 관계 변화의 두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이다. 성지은 등(2006)은 

Henderson & Clark의 논의를 발전시켜 ‘정책 아키텍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책과 제도는 복잡시스템으로서 하위 요소간의 다층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구

조를 내포하고 있다. 정책은 전혀 새로운 것에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요

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책요소들간의 관계가 재정립된다. 정책아키텍쳐는 정

책의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결합된 제도적 배열구조를 의미하며, 정책아키텍쳐

의 혁신은 정책의 제도적 배열을 어떻게 설계하고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초

점을 둔다. 정책 아키텍쳐는 정책요소의 관계구조와 결합방식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정합성을 핵심적인 특성으로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요소와 요소간 관계 변화에 따른 혁신의 유형

구분 요소강화 요소변화

요소간 계 불변 진  변화 모듈라 신

요소간 계 변화 아키텍쳐 신 진  신

출처: Henderson & Clark(1990)

2.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구조와 정합성

1) 일반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구조

Arnold와 Boekholt(2003)는 연구개발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성

을 제기하면서 '연구-혁신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구조를 논

의하고 있다. 이들이 논의하는 '연구-혁신 거버넌스'는 4가지 수준에서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은 범부처적 조정기구에 의해 이루어진

다(그림 1의 Level 1). 범부처적 조정기구는 대통령과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들

이 관여하는 위원회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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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지향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산업

정책과 환경정책은 지향하는 정책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접근방법이나 정책수단이 상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각 

부처의 노력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노기술이 산업정책은 물론 

환경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양 정책분야에서 제각각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

우가 그것이다. 과학기술 관련부처들의 서로 다른 정책지향 및 중복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범부처적 조정기구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이유

가 된다. 한편 각 부처들은 상호조정을 통해 역할을 조정하기도 하는데(그림 1 
Level 2의 횡단 화살표), 이러한 상호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문화의 토양이 필수조건이 된다. 과학

기술 관련부처들은 부여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을 추진하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기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는 부처의 관리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복과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

록 세심한 조정이 요구된다(그림 1의 Level 3).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일선에는 연

구개발의 수행기관이 존재하는데, 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소(산학연)가 대표적

인 연구개발 수행주체이다(그림 1의 Level 4). 

<그림 1> 과학기술행정체제

출처: Arnold & Boekholt(2003), 28쪽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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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구조와 정합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행정체제는 다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으

며 다원적인 요소들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과학기술정

책을 결정하는 기구로는 범부처적 조정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

기술관련부처들이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각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최고위 

종합조정기구이다.3) 과학기술관련부처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

양부, 기획재정부 등의 경제관련 부처 뿐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등의 

비경제 부처도 포함된다. 또한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

청 등의 청단위 조직도 포함된다. 

<그림 2>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구조

      * 출처: 필자 작성

각 부처의 연구개발투자를 관리하는 전문관리기관으로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산업기술연구회,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보건산업진흥원, 국토해양부 산하의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이 최근에 설

3) 1999년 4월 설치된 국가과학기술 원회는 과학기술과 련된 정부내 최고  정책심

의･조정기구로서, 미국의 NSTC(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 일본의 과학기

술회의(STC: Science & Technology Council)에 상응하는 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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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초기술연구회, 과학기술기획평가원,4)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같은 기관들이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수행주체로는 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및 기

타연구기관이 있다.5) 

3. 분석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정합성은 외적 정합성과 내적 정합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외적 정합성은 과학기술행정체제가 환경맥락과 부합하는 여부와 관련

되며, 내적 정합성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구성요소의 특성이 서로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그림 2>와 관련시켜볼 때,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내

적 정합성 문제는 범부처 조정기구, 과학기술관련부처, 전문관리기관, 연구개발

수행주체의 요소간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전담부

처를 두고 있으며 범부처적 조정은 과학기술전담부처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

이기 때문에, 내적 정합성 문제는 과학기술전담부처, 과학기술관련부처, 전문관

리기관과 연구개발수행주체 등의 요소간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내적 정합성은 ①과학기술전담부처-과학기술관련부처간 관계, ②과

학기술전담부처-전문관리기관 및 연구개발수행주체간 관계, ③과학기술관련부처

-전문관리기관 및 연구개발수행주체간 관계, 그리고 ④전문관리기관-연구개발수

행주체간 관계 등에서 논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수행주체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전담부처의 소관이었으므로,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구성하는 요소간 관계 가운데 과학기술관련부처-전문관리기관 및 

연구개발수행주체간 관계는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그림3에서 점선

으로 표시). 

4)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 신본부의 문지원기 으로서 과학기술정책 반에 

하여 과학기술부를 지원하고 있다.

5) 기타연구소는 ‘정부출연기 이 아닌 법인으로 민법제32조의 규정 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 ’이다. 기타연구소는 정부연구개발수행주체  산업체나 학, 출

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를 제외한 기 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일정한 특징이 없이 다

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연구기 들을 의미한다(이삼열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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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석틀

Ⅲ. 과학기술처 시대의 정합성

1. 과학기술처 체제 개관

1)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설립

60년대는 경공업 위주의 수출드라이드 정책을 추진했던 시기로서, 경제성장

은 주로 저임금과 외국에서 도입된 설비에 의존하였다. 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된 

설비를 현장에 적용하는 수준이었으므로, 기술에 대한 수요는 별로 크지 않았고 

기술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되지도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60년대의 기술정

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설립, ｢과학기술진흥법｣의 제정, 과학기술처

의 발족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62년 경제기획원내에 기술관리국이 설치됨으로써 기술진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정부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은 독립된 과

학기술행정부처를 설치하기 위해 ｢과학기술원(안)｣을 마련하였는데, 과학기술원

은 ① 과학기술행정에 관해 관계부처를 종합조정하고 ② 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③ 정부의 전반적인 과학기술관계예산을 선심 조정하는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 기구의 주요 임무가 참모역할과 계획이라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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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국무총리직속기관으로 결정되었고, 본래의 안인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

처로 격하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67년 과학기술처가 발족하였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노동집약적 산업이 후발 개발도상국과의 가격경쟁에서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서, 70년대에는 철강,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을 집중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산업구조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개편되

기 시작했다.
중화학공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였다. 60년대 단순조

립 위주의 경공업에서는 도입된 설비를 운용하고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었으나, 중화학공업에서는 도입기술이나 기존기술을 개량하고 향

상시킬 수 있는 기술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필요한 기술역량

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70년대 기술정책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부문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이 제정되고, 과기처, 상공부, 동자부, 체신부 등 기

술 및 산업관련 정부부처들은 민간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

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거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후 우리나라 연구개발체제는 종래의 국공립시험연구기관 중심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3) 범부처적 조정기구의 설치

'72년 ｢과학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설치되고 이를 

통해 공식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79년에 

이르러서야 2차 회의가 개최될 정도로 그 활동이 미약하였다. 당시 각 부처의 

기술개발정책과 투자규모가 미미하였고 과학기술관련사업도 주로 정부산하 연

구기관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80년대에 들어와 기술드라이브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술

진흥심의회'가 설치되었다. 기술진흥심의회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대

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술진흥심의회가 존속한 기간 동안 종합과학기술심의

회는 그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었다.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종합과학기술심의

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였던 반면, 기술진흥심의회는 과기처장관

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였다. 이는 80년대 전반 과기처가 강력한 조정기능을 

수행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과기처가 당시 전두환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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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

'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화에 의존하던 종래의 경제성장전략을 대체하여 첨단

산업에 중점을 둔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첨단산업을 육성

하기 위해서는 태동기에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개량하고 소화하는 

활동이 요구되었으나 태동기의 기술은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로 말미암아 도입

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면

서, '기술드라이브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기술드라이브정책은 연구개발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정

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 조치(1980)가 단행되었다.6) 통폐합조치로 정부출연연구

기관들은 9개의 대단위 연구소로 통합되었고 과기처 산하로 일원화되었다. 이로

써 과기처는 상공부, 동자부, 체신부 등 각 경제부처가 보유하던 연구개발기능

을 모두 관할하게 되었고, 기술정책의 계획 및 조정기능은 물론 산업기술개발을 

포함하는 전 영역에서 집행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부처로 자리잡게 

되었다.

<표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변화과정

구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국내

여건

민간기업과 학의 

연구기반 취약

기업과 학의 연구능력 

부분  신장

민간주도 기술 신체계 확립 

/ 학의 연구역량 확

체제

변화

KIST 

설립(1967)

기술분야별 

출연(연) 

설립 (1973)

출연(연) 통폐합

(1980)

출연(연) 2차구조조정

(1991)

주무

부처
각 부처 분산 리체제 과학기술처 일 리 각 부처 이

임무/

기능
산업기술지원

산업기술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역할 산업기술연구개발 주도  
형연구개발사업 추진

산학연 동연구 구심체

미래지향  

형첨단기술개발

연구

역
성장산업기의 단순기술모방

성숙기 기술개발

미래형 첨단기술 모방

독창  연구개발

미래형 첨단기술 개발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주)기술과가치(2004), 69쪽.

6) 통폐합 이  16개의 정부출연연구기  가운데 과기처는 산하에 5개의 연구소가 있었

고, 나머지 11개 출연연구소는 상공부 산하에 5개, 동자부 산하에 3개, 재무부 산하에 

2개, 체신부 산하에 1개로 분산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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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후반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와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이 더욱 가속

화되면서 민간주도 연구개발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정책의 

기본 방향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이러한 맥

락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민간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간의 중복부분을 정리하는 2차 구조조정(1991)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처로 일원화되어 관리되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다시금 

각 부처 소속으로 환원되었다. 

2. 과학기술처 체제의 정합성

1) 과학기술처의 태동과 환경맥락간의 외적 정합성: 제1영역

그 태동에 있어서 과기처는 집행기능보다는 계획수립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

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과기처 설립 당시 환경맥락을 살펴보면, 기술정책과 

관련되는 정부부처들은 기술정책에 별다른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한 

정책적 공백을 과학기술처가 담당하게 되면서 과기처는 계획수립과 조정기능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집행기능도 수

행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처의 설립목적의 하나인 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은 시작에서부터 한계

를 지니고 있었다. 과기처 발족 이후 기술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조직은 이전의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에서 부처 수준으로 격상되었으나 오히려 조정기능은 약

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술관리국은 국가경제계획수립기능과 예산배분권한을 

지니고 있는 경제기획원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생부처인 과기처

보다 강력한 조정기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반면, 과학기술처는 종합조정을 수행

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관련예산 선심조정기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요
컨대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이 크게 필요치 않은 환경맥락하에

서 계획수립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외적 정합성

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 과학기술처와 관련부처간의 관계: 제2영역

초창기 과학기술처는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집행

기능에 중점을 두었는데, 당시로서는 기술정책의 중요성이 낮아 다른 부처들의 

기술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처가 수행하는 집행기능

은 별다른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예산이 크게 증대하게 되면서 다수의 부처들이 기술정책을 추진하게 되었

는데, 종합조정기능보다는 독점적으로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게 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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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과학기술처는 후발적으로 기술정책을 추진하는 유관 부처와 동일한 관할권

에 대하여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처와 여타 과학기술 관련부처

의 관할권 중복은 정부부처 수준에서 조정기능과 집행기능의 정합성이 결여된 

결과로서, 그 부작용은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과 더불어 더욱 두드러

지게 되었다.7)

80년대 중반 이후 상공부가 본격적으로 기술정책에 착수하고 다른 부처에서

도 기술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하게 되

었다. 그러나 기술정책에서의 조정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90년에 재개된 종

합과학기술심의회는 각 부처의 기술관련 예산을 선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

으나, 실질적으로는 예산선심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8) 종합과학기술

심의회는 국무총리실에 소속되어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되

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은 간사기능을 맡고 있는 과기처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과기처가 당사자로서 관련된 부처간 조정문제에 있어서 

여타 부처들은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권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으며, 부처간 

이해가 걸려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조정기능을 기대

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중립적인 조정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술정책의 조정은 주로 경제기

획원의 정책조정기능 및 예산기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 

기술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력은 소수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구체

적인 수준에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요구하는 각 부처와 밀고 당기기의 와중에서 점

증주의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80년대 중반 이후 과학기술 관련부처간 경쟁이 표출되면서 조정수요

가 커졌으나, 조정능력은 오히려 낮아짐으로써 부처간 관할권 경쟁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범부처적 조정기구가 환경의 변화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화되지 못

한 결과 과학기술 관련부처간 중복과 낭비의 우려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7) 를 들면 부처들이 경쟁 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복과 낭비가 발생

하고, 거시 인 수 에서 체계 인 기획이 없는 상태에서 부처별로 단기 인 시각에 

경도되어 특정 기술분야에 산이 편 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8) 산선심기능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선심된 산의 규모가 실제 산규모의 2배를 

과해서는 안되는데,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선심된 기술 련 산의 규모는 실제 배

정되는 산의 4배 정도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선심기능이 제 로 발휘되지 못하 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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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대별 기술정책의 조정수요와 조정능력

구분
수출드라이  시 기술드라이  시

60년 70년 80년  반 80년  후반 이후

조정주체 과기처

청와

경제기획원

종합과학기술심의회

기술진흥확 회의   

( 통령 주재)

기술진흥심의회

( 원장:과기처장 )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조정수요 낮음 간 높음 매우 높음

조정능력 낮음 높음 높음 낮음

출처: 필자 작성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존재의의와 관리양식간의 정합성: 제3영역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기술분야별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은 정부가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줌으로써 수월성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국공립연구기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주

축으로 국가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한 이유는 국공립연구기관에 의존한 연구개발

체제로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을 지원할 과학기술 공급역

량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국공립연구기관과는 달리 정부출

연 방식으로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수월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

였던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설립 초기(70년대) 대부분의 연구개발비를 출연금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80년대 중반 이후 여러 

정부부처가 경쟁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의존 재원은 '출연금사업'과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이원화되었다. 출연금

사업은 연구수행주체의 자율적인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과학기술적 시드(seeds) 
확충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존재의의에 부합하는 관리양식

이라 할 수 있으나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은 개별 기술분야의 니즈(needs)를 충

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자율성 보장과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수월성 확보라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설계의도와는 부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욱이 90년대 초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부처별 분산관리체제로 환원되면서 정부부처 연구개발사

업에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이 위협받

기 시작했다. 정부부처의 통제지향적 관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정부

규정 준수에 안주하며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소비하는 관행을 유발하게 되었으

며(김계수･이민형, 2006; 22-26쪽),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월성을 낮추는 원

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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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양식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존립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정부출연연구

기관 비효율성의 근본 원인은 그 구성원들의 무능과 나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양식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이 정합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라 할 수 있다. 

Ⅳ. 과학기술부 시대의 정합성

1. 과학기술부 체제 개관

1) 과학기술부 설치 및 조정기구의 변화

IMF 체제로 표상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대기

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혁신지향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도

하였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혁신지향적 패러다임을 적용하

여 기술주도형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지

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1997), 과학기술행정

체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격상하였다(1998). 
'99년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정

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는 종합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이자 산하 운영위원회9)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 연구회체제 출범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1999)에 따라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던 4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무총리 산하로 일원화되었다. 출연연

구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연구분야별로 특수법인 5개 연구회를 설립하여 산하에 

출연연구기관을 배속시켰다.10) 

9) 국가과학기술 원회 산하 운 원회의 원장은 과학기술부 장 이 맡고 원은 15
개 부처 차   민간 문가로 하 다. 

10) 5개 연구회 가운데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통합되었으나, 과학기술분야

의 기 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는 최근까지 존속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술연구회가 해체되고 기 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이원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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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주)
기술과가치, 2004; 70-72쪽). 첫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업이나 대학의 연구역

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와 효율성이 떨어지며, 둘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수

십년간 성장, 축소, 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체되어 환경변화에 부합

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주무부처의 배타적인 예산지원과 행정적 규제로 자

율성을 갖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 미흡하고, 넷째, 기관경영층의 전략경영능

력 및 리더십이 부족하며, 다섯째, 연구환경이나 보상수준 등 우수한 연구인력

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없을 뿐 아니라 인력의 퇴출과 이동이 원활하지 못

하여 인적자원의 역량이 미흡하며, 여섯째, 경쟁지향적 인사제도 및 보상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연구회제도의 도입목적은, 급변하는 과학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고, 정부부처와 출연연구기관의 연결

고리를 정리하여 출연연구기관이 부처의 간섭에 얽메이지 않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학제간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연구를 강화하는 것이었다(유성재 외, 2002; 7-8쪽).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회는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기획기능, 기관장 인사권, 경영목표 

및 예산승인권, 기관평가권, 기관통폐합권 등의 권한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계되

었다. 각 출연연구기관은 기존의 법인격을 유지하되 연구회 산하기관으로 편입

됨으로써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이사회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연구회 연합이사회

의 지배를 받도록 하였다.    

2. 과학기술부 체제의 정합성

1) 환경맥락과의 정합성: 제1영역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전환한 것은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 과
학기술부로의 전환은 과학기술정책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는 의지의 표

명이다. 독자적인 법령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의 공식 구성원

으로서 적극적으로 부처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부는 과학

기술처와 비교할 때 훨씬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

로, 과학기술부로의 전환은 '부' 조직으로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관련부처와의 관계가 더욱 얽히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과
학기술'처'가 참모조직(staff)으로서의 특성이 강조되는 것인 반면 과학기술'부'는 

계선조직(line)으로서의 특성이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가 설치된 환경맥락을 살펴보면, 혁신지향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과 기술주도형 성장단계로의 진입이 국가전략으로 제시됨에 따라 모든 경제관

련 정부부처들이 기술정책에 대단히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다. 따라서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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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의 전환은 과학기술 관련부처간 관할권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가중시킬 우

려가 컸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려면 과학기술부로의 전환에 선행하여 

관련 부처간 기능조정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일부 기능을 이관하는 수준의 조정

만 이루어졌을 뿐 근본적인 기능조정은 시도되지 않았다. 요컨대 기술정책의 중

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관련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 하

에서 근본적인 기능조정 없이 과학기술부로 승격한 것은 환경맥락과의 정합성

에 대한 고려가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 과학기술부와 관련부처간의 관계: 제2영역

국가과학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기능은 한층 강화된 것으

로 평가된다. 과거 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지만 국가과학

기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

는 이슈에 있어서 최고의 영향력을 갖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전 검토과정에서 의제와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김성수, 2000).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가과학기

술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조

정은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는 과기처 시대에 종합과

학기술심의회의 조정기능이 과기처에 의해 좌우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

습이다. 그 결과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관할권 경쟁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조정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였고, 과학기술 관련부처간 중복과 낭비의 우려는 근원적

으로 불식되지 못하였다.     

3) 과학기술부-연구회간 정합성: 제3영역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기관들도 연구회 산하로 

소속을 옮기게 되었는데, 이는 국가 과학기술진흥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

인 과학기술부가 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하기는 하

지만,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면 과학기술

부의 존재의의에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기술주도형 성장단계로의 

진입을 위해 과학기술부로 격상시킨 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에서 과학기술

부를 배제시킨 형국이 되므로 선후가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다. 과학기술부로 승격 이후 도입된 연구회는 과학기술부 산하에 두어야 과학기

술부-연구회간 정합성을 갖출 수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과학기술부로의 승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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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와 유리된 연구회체제의 출범은 과학기술행정체제 요소들간의 정합

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부총

리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연구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되

는데, 연구회 출범 당시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정합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았

기 때문에 유발된 불필요한 혼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연구회-출연연구기관간 정합성: 제4영역

연구회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기획기능, 기관장 인사권, 경영목

표 및 예산승인권, 기관평가권, 기관통폐합권 등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

다. 연구회에 기관장 인사권, 경영목표 및 예산승인권, 기관평가권 등을 부여한 

것은 정부부처의 간섭을 배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한편 연구회에 기관통

폐합권을 부여한 것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유연성을 높여 환경변화에의 부합성

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일단 설립된 이후에는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유지되었고, 이는 출연연구기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기술의 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출연연구기

관은 각 기술분야에 국한된 연구에 치중함으로써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

역량의 창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런 비능

률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회에 기관통폐합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회의 기관통폐합권이 원활하게 행사될 수 있으려면 그 전제조건

으로 출연연구기관의 법인격을 철폐했어야 했다. 각 출연연구기관은 개별법에 

의해 법인격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출연연구기관을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연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

한 후 출연연구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역량과 자원이 요구되는

데 연구회는 그러한 역량과 자원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

구회의 기관통폐합권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법인격간 정합성이 결여됨

으로 말미암아 연구회체제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은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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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학기술부총리 시대의 정합성

1.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개관

1)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12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

하고, 이를 통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여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중심사회는 과학기술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개별부처 중심으로 분

산 추진되던 다양한 정책분야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통합형 혁신정

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정책, 인력정책, 지역개발정책 등 

독립적으로 추진되던 정책들을 기술혁신을 매개로 하여 상호 연계시키는 노력

이 경주되었다.
혁신정책의 범위가 산업, 환경, 노동, 사회정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정책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혁신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모

색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틀로서 국가혁신체제(NIS) 
개념을 채택하고 주체혁신, 요소혁신, 성과･확산혁신, 시스템혁신, 기반혁신 등 

5개 분야 30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혁신정책을 시스템적 관

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NIS 구축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기존의 정책을 

재정리하였다. 또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시키고 과학기술혁신본부

를 설립하여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였다(2004). 과학

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관할하며, 대통령이 위원장

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

던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를 과학기술부총리 산하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부가 종합조정기능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집행기능을 수행

하는 병렬형 체제의 특성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예산배분의 공정성 문제가 이

슈로 제기되었다. 과기부총리 체제에서도 '선수'이면서 '심판'의 역할을 지속하게 

되면서 R&D 예산배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고자 기존 과학기술부가 수행해 온 집행업무를 축소하였

다.11)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인력의 60%를 관계부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로 충원하였다.12) 

11) 순수 기 연구  응용･실용화 련 R&D 집행기능은 교육인 자원부와 산업자원부

로 이 되었다. 과학기술부는 공공재  특성을 갖거나 다수의 부처가 연계되어 있는 

형복합  태동기 기술연구, 목 기 연구, 과학기술 국민이해사업 등 인 라 역

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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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전후 비교

구분 개편 개편 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 총 ･조정
과학기술･산업･인력･지역 신정책의 

총 기획･조정･평가

기 ･응용연구
목 기 연구, 미래선도형 태동기 

기술

산업 련부처

산업정책 수립･시행 특정산업정책 수립･시행

응용･개발연구 확

산업기능인력 양성 확

교육인 자원부

인 자원육성정책 총 조정 과학기술인력은 과기부가 담당

순수기 연구 확

보편  인력양성 확

국무총리실 연구회 할 과학기술부로 이

출처: 과학기술부(2004),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과 인 리･운 방안: 부처간 조정기능 련

2) R&D 예산의 사전조정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이전에는 정부 R&D 예산 편성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가 제시한 ‘R&D 사업에 대한 사전조정’을 기획예산처가 고려하도록 되어 있었

다.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이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 예산 및 기금의 

조정･배분(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시하고(과학기술기본법 12조의2 5항) 기획예산

처는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과학기술기본법 21조 4항 및 9
조 2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기술부에 R&D 예산･기금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배분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9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예산을 검토하고 ‘연

구개발예산심의회’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조정･배분안을 마련하게 되

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마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

산조정･배분안을 심의･의결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통보하고, 기획예산처

는 이를 반영하여 R&D 예산･기금안을 편성하게 되었다.

12) 과기부 공무원, 타부처 공무원, 민간 문가 비율을 4 : 4 : 2 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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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이후 R&D 예산･기금의 조정체계 변경 내용 

구 분 과학기술 신본부 출범 이 과학기술 신본부 출범 이후

R&D 

산･기

심의 조직 

민간 심의 한시 인 원회 구성
신본부 4개 심의   

9개 기술분야별 민간 문 원회 구성

국가 R&D 

투자방향

국과 에서 작성 후 

각 부처  산처에 의견 제시

국과 에서 작성 후 각 부처 통보, 

산･기 의 조정･배분시 반

R&D 총액 

 

지출한도 

설정

산처가 R&D 총액규모 설정 

국과 는 부처별 R&D 지출한도 

의견을 산처에 제시

국과 와 산처가 공동으로 총액규모 

설정. 국과 는 부처별 지출한도 

결정후 각 부처와 산처에 통보

R&D 

산･기  

조정･배분  

국가 R&D 사업에 한 평가  

사 조정(등 표시) 후 산처에 의견 

제시

국과 의 국가 R&D사업 평가  

조정･배분결과를 산편성에 반

출처: 과학기술 신본부(2005. 2), 신과학기술행정체제의 운 방향. 

2.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의 정합성

1) 환경맥락과의 정합성: 제1영역

시스템적 관점에서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를 형성해야 하는데, 네트워크가 긴밀히 연결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되는 허브

를 갖추어야 한다. 미시적 경제정책의 총체라 할 수 있는 국가혁신체제의 구축

은 단순히 정부부처간 협력을 촉구하는 수준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기대

하기 어렵다. 행정문화를 고려하건대 우리나라 정부부처간 관계는 협력보다는 

경쟁으로 특징지워지기 때문이다. 국가혁신체제의 구현에 부합하는 행정구조는 

수평적 네트워크보다는 허브가 존재하는 위계적 성격을 가미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데, 부총리제는 이에 적합한 행정구조라 할 수 있다. 국가혁신체제의 구

축을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시킨 것은 과학기술부를 네트워크

의 허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전략과 행정구조가 상응하는 방향으로 

정합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2) 과학기술부와 관련부처간의 관계: 제2영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조정･배분기능을 보장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정기능이 발

휘되고 조정의 결과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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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의 사전조정은 개별부처의 독자적인 주요 사업이 취합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조정이 R&D 예산의 산

술적인 배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전조정이 예산배분을 위주로 

하는 관리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성수, 2000). 더욱이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의 사무국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정책이 가장 많이 상

정되고 있기 때문에 범부처적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이 모두 망라되었다고 평가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요컨대 과학기술부총리 시대에 있어서도 비록 조정기

능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과학기술 관련부처간 관계는 여전히 관할권 경쟁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병폐를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

는 관건은 과학기술정책의 집행기능을 관련부처로 이관하고 과학기술부는 보완

적인 차원에서만 집행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권위를 확보

하는 것이었으나, 일부 집행기능만 이관하는 데 그침으로써 행정구조에 부합하

는 수준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과학기술부-연구회간 정합성: 제3영역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과학기술부로 하여금 연구회를 관할하도록 한 것은 국

가적인 차원의 정합성을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있으나 그것과는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독립된 연구회를 두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회가 과학기술부로 이관되면서 연구회의 운영원리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부처의 간섭과 통제를 차

단하여 자율성과 수월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고, 여기에는 과학기술부에 의

한 통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의 출범 및 연

구회 관할의 변경과는 무관하게 연구회의 운영원리는 그대로 유지되어서, 여전

히 과학기술부와 연구회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일례로 연구회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경영목표 및 예산승인권을 부여받고 있으나 과학기술혁신본부

는 더 큰 맥락에서 R&D 예산･기금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였으므

로, 연구회가 부여받은 경영목표 및 예산승인권은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었다. 
과학기술부와 연구회가 합리적으로 병존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합리적 분업이 

전제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연구회

의 운영원리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었으나, 하위 요소(연구회)에 대한 고려가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 요소(과학기술부총리)만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상

하기관간 정합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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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처수준에서의 정합성과 하위 수준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정합성을 살펴 보았다. 역사적인 

진행과정을 되짚어보건대 정합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는 상

당한 혼선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비정합성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정합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은 태동기부터 과학기술처에 부여된 집행기능

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유관 부처에 대한 조정 기능과 

유관 부처와 중복된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순을 내포

하는 것이었다.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이 낮았던 시대에는 그러한 모순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으나,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간 갈

등과 비협조가 체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의 출

범에 따라 집행기능의 일부를 넘겨주고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으나, 과학기술 관련부처간 역할분담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에서 과학기술부가 다른 부처와 

중첩되는 집행기능을 이관하고 보완적인 집행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중립

적인 기획･조정기능과 관련 부처간 정합성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

해 과학기술 예산배분권한을 강화하였다면 명실상부한 부총리 조직으로서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할은 각 부처(70년대) → 과학기술처(80년대) → 

각 부처(90년대) → 연구회 → 과학기술부총리로 변화되어 왔는데, 이는 정부출

연연구기관에 대한 전략적 방향 설정이 일관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인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업과 대학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영역에

서 수월성 연구를 수행하는 미션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므로 관료사회의 통제에

서 벗어나 전문가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운영전략이 설정

되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회는 부처의 간섭을 배제하는 성과를 거두었

으나, 연구회가 과학기술부총리 산하로 이관된 이후에는 정부부처의 개입이 연

구회 설립 이전 상태로 회귀하게 되었다. 연구회가 관료사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전문가사회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과 역량을 부여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연구회의 설계의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정부출연연

구기관에 대한 성공적인 거버넌스 구축은 정부부처와 연구회의 역할간에 정합

성을 확보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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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gruence of the Korean Science & 

Technology Administration System 

Kim Yong Hoon･Ji Woong Yoon 

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as shown a deeper importance in Korea, more 
and more government ministries have come to pursue policie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The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on system has undergone 
many changes, and one of its peculiar features is competi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was designed to 
coordinat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ut a strong implementation 
function was also given to MOST. Policy coordin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by 
the same ministry has caused unnecessary fric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Governance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RI) has changed many times, and it 
is argued as a plausible cause of fric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Consistent 
strategic planning for GRIs was hardly achievable because of ministerial competition. 
A research council was founded to make things straight, but it was not given 
sufficient power. To mak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more efficient, congruence 
is critical among three tiers: the government ministry tier, the research council tier, 
and the research institution tier. The quality of each component of the system is 
critical, but harmony between those components is decisive as well. 

【Key words: congruence, MOST, GRI, researc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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