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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제도가 형성되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고, 정부부처와 출연연의 관계를 주목

함으로써 정부 통제가 제도에 미친 영향을 규명한다. 출연연 관리

제도의 형성에는 연구 효율성의 제고라는 정책과제와 변화하는 정

치·경제적 환경, 이해관계자인 정부부처의 대응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들이 조응하여 1990년대 출연연 정책이 탄생했다.

이 논문은 세 개의 절에서 출연연 관련 세 가지 제도인 기관평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와 연구회의 도입과정, 그것의 세부내

용과 영향을 분석한다.

2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정부부처가 경합

한 결과로 출연연 기관평가가 제도화되었음을 보인다. 각 부처가

연구개발사업을 집행할 출연연을 확보하려 경쟁하고, 서로의 정책

을 비방하는 과정에서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대

두했다. 부처들의 영역 다툼 속에서 실시된 1991년 합동평가는 이

러한 이해관계 대립을 표면화했고, 부처 갈등의 타협점으로서 기

관평가가 제도화되었다. 기관평가는 부처가 지시한 목표의 이행결

과를 평가하여 출연연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고, 연구개발사업도

부처가 기획함으로써 출연연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3절에서는 문민정부의 출범,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정치·경제적

변화와 각 부처의 대응이 상호작용하여 PBS가 도입되는 과정을

다룬다. 세계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정책 기조가 강조

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민영화, 예산제도개혁이

거론되었다. PBS는 출연연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경제기획원

이 제시한 연구개발예산 개편방안이자, 출연연 민영화 계획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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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고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처가 채택한 정책

대안이었다. 각 부처의 목표가 부합하여 PBS가 도입되었지만, 연

구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경쟁이 격화되면서 출연연은 부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더욱 의존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4절은 연구회가 정부부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설계과정에서 부처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실권 없는 유명무실한

중간조직이 되어버렸음을 밝힌다.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공공부

문 개혁의 일환으로 제안된 연구회 제도는 출연연 관할권을 놓지

않으려는 부처들의 반발을 야기했다. 부처 간 조율과 협상을 거쳐

연구회가 설립되었으나 부처가 권한 이양을 거부하여 출연연에 영

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 형식적으로는 출연연이 부처로부터

독립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구개발사업의 권한을 쥐고 있는 부

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연구회 체제는 부처가 출연연

을 통제하는 지배구조만을 고도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기관평가, PBS, 연구회를 통해 출연연 관리제도가 형성되는 과

정을 조망하여,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출연연을

개혁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각각의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이 논문은 부처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출연연 정책

설계과정에 투영한 결과, 제도의 외형만 갖추고 연구 자율성은 확

보하지 못하는 굴절이 그 원인이라고 파악한다. 출연연을 통제하

려는 부처 주도의 정책 결정구조는 실제 연구현장과 괴리되었기

에, 결과적으로 출연연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어 :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부처통제, 연구개발정책, 기관평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연구회

학 번 : 2010-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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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한국 과학기술 인프라의 성장 과정

에서 중추를 담당했던 연구기관이다.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은 미

약하고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제한된 연구만을 수행하고 있을 때, 1966년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이하 KIST)를 시작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발

전과 연구개발을 주도한 기관이 출연연이었다. 출연연은 후발산업국가인

한국에서 국가가 산업기술을 연구하는 다수의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민간

부문을 견인한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국가가 주

도하여 과학기술부문을 육성하고,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민간부문에 성과

를 확산하는 방식은 선진국의 연구조직과는 다른 특성이 있었다.1)

출연연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예산을 제공받으나, 자율적인 연구를 보

장하기 위해 법인의 형태를 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국공

립 연구기관이 아니고, 법인격임에도 민간연구소가 아닌 출연연의 조직

형태는 ‘출연’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 당시부터 의도된 것이었다.

KIST는 박정희 대통령과 초대 KIST 소장으로서 이후 과학기술처 장관

을 역임한 최형섭의 후원하에 1970년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주도하

였고, 각 부처는 KIST를 모델로 삼아 잇달아 출연연을 설립했다. 과학

기술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존재는

국가가 주도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발전국가의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1) 1960-70년대에 출연연이 수행했던 역할은 김근배,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과정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원조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1989), 1쪽; 김인수, 임윤철·이호선 역, 『모방에서 혁신으로』 (시그마

인사이트, 1997), 256-260쪽; 과학기술처·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과학기술처

출연연구기관백서: 1997』 (1998), 11쪽; 송위진·이은경·송성수·김병윤, “한국 과학

기술자사회의 특성 분석: 탈추격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156-158쪽; 문만용, “1980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편성: KIST의 KAIST

로의 통합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1권 2호 (2009), 508쪽; 문만용,

『한국의 현대적 연구체제의 형성: KIST의 설립과 변천, 1966-1980』 (선인,

2010) 등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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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했다.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출연연은 그러나 박

정희 사후 급격히 변화한 정치환경에서 연구의 비효율과 중복투자, 방만

한 운영의 온상으로 지목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처가 1980년 10월 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로 작성한 “연구개발체제 정비와 운영개선 방

안”은 연구투자가 효율적이지 않고, 예산 획득을 위해 출연연이 과도하

게 경쟁하며, 불필요한 중복연구가 수행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

을 명분으로 이루어진 1980년 출연연 통폐합은 정부가 연구개발과 출연

연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성과를 확산

한다는 당초 출연연의 설립목적은 더는 유지될 수 없었다. 박정희 시대

처럼 대통령과 일부 엘리트 관료가 일방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던

시기를 지나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연구

개발사업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부처별로 다원화되었으며, 연구주체도 출

연연뿐만이 아니라 대학, 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출연연이 한국의 과학기술부문에서 차지하던 독점적인 입지는 점차 약화

되었다.2)

이렇듯 입지가 약화되고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던 출

연연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에 들어서였다. 당시 도입된 기관평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연구

회 제도는 이 시기의 주요 과학기술정책이었고, 출연연 관리수단으로서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91년 시작된 기관평가는 출연연 운영

을 정부가 통제하고 연구성과를 평가·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

다. 기관평가를 실시하여 부처가 출연연의 연구개발활동과 기관경영 실

태를 진단하고, 정책목표의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996년

시행된 PBS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를 사업의 기본단위로 설정한 연구비 배분제도이다. 정부 출연금을 기반

2) 1980년 출연연 통폐합 당시 기존 연구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과학기술처 문서의

세부내용은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체제 정비와 운영개선 방안” (1980)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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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던 출연연에도 PBS를 통해 경쟁구조가

도입됐다. 1999년 출범한 연구회는 출연연에서 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종합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부처

가 출연연을 직접 관할하던 단일지배구조는 출연연을 그룹화한 연구회라

는 중간조직을 경유하는 이중지배구조로 변화했다. 1990년대에 도입된

출연연에 대한 일련의 정책은 정부부처가 출연연을 관리하는 제도를 형

성하였고, 세부적인 변화만 이루어진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기관평가, PBS, 연구회를 통해 형성된 출연연 관리제도는 세 가지 특

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평가 시스템의 정교화이다. 출연연 기관평가가

1991년부터 실시되었고, PBS를 통해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

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

사·분석·평가를 제도화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

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연구기관과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평가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시

스템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둘째,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가 법령, 규정 등으로

공식화(formalization)된다.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지침은 각각 297건, 175건이며, 각 부처는 고시(운영요령), 공고

(사업별 시행계획), 훈령(사업 관련 규정), 예규(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연

구개발사업을 관리한다. 이렇게 방대하고 고도로 공식화된 절차에 의거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는 관료조직의 특성상 법

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4)

3)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제32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와 출연

연 기관평가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자체성과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과목표·지표 점검, 중간평가, 종료·추적평가, 연구기관에 대한 임무중심형 평가

등의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2016~2020)” (2015), 14쪽;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201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2015), 2-3쪽.

4) 과학기술 관련 법령·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과학, 기술,

과학기술, 연구, 개발, 연구개발 등 6개 키워드로 검색하였고, 연구개발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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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연구개발활동의 절차·관리·평가의 표준화다. 앞에서 언급한 법

령, 규정, 지침은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 절차와 평가항목, 사업계획

서 양식 등을 부속서류로 명문화하고 있다. 재원은 부처별로 다르지만,

연구개발사업 기획, 연구과제 배분, 연구비 관리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전

반에서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평가에도 공동된 지표가 적용된다. 이러한

표준화는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상이한 성격의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

고 확장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종합비교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5)

이러한 출연연 관리제도가 작동한 결과,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과 같

은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첫째로 부처는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와 기

관운영의 방향을 조종한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

로젝트), 21세기프론티어사업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연구개발활동이 지향할 거시적 방향을 핵심산업기술의 고도화,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수준으로의 도약, 세계 일류 수준의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의 사업목표로 제시한다. 연구개발활동의 세부사항도 논문, 특허, 사업화

등 정책목표를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표는 과학기술자 공동체

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여 결정했다는 점에서 정부주도의 과학기술활동 규율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출연연의 입장에서는 부처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

로 조직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낮아진다.6)

법령·지침은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에서 법령정보 현

황을 확인했다. (2016. 1. 29 접속) 관료조직의 공식화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Hal

G. Rainey, Understanding and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2009), 188쪽을 볼 것. 공식화는 지나친 규칙

준수. 효과성의 감소라는 역효과를 야기하며, 그 대안으로는 조직의 융통성, 신속

성을 지향하는 Adhocracy가 제시된다. Henry Mintzberg and Alexandra

McHugh, “Strategy Formation in an Adhocrac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0(2) (1985), pp. 160-197.

5) 비대해진 관료조직에서는 부서화(departmentalization), 전문화(specialization)가

발생한다. James D. Thompson, Organizations in Action: Social Science Bases
of Administrative Theory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2011), pp. 5-6. 그 결과 조직의 수직적·수평적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

므로, 표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6) 정부주도의 과학기술활동 규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위진·이은경·송성수·김병

윤, 앞 글, 149-151쪽을 참조.



- 5 -

두 번째 경향으로 부처가 출연연이 수행할 연구개발활동의 우선순위

를 결정한다.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정권의 국가전략에 맞춘 연구개발사

업과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동시에, 프로젝트로 세분된 연구과제도 이러

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도록 사전기획된다. 연구과제가 배분될 때 부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세부목표를 직접 지목하며, 부처가 발주하는 과제에

재원을 의존하는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주제도 이와 무관할 수 없으므로

부처가 설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7)

출연연과 연구자가 부처의 지시에 순응하는 현상이 세 번째 경향이다.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연구비 확보를 위해서는 부처와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하며 그들이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의존도가 극심한 출연연은 그들의 연구영역과 무관한 연구도 수

주하며, 기관의 경영전략도 부처의 방침에 맞추게 된다. 연구자들은 연구

비 확보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승진 등을 위해 실적을 관리해야 하므로

부처가 제시한 평가지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연구회, 연구관리전

문기관 등의 중간조직도 주무부처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역할과 책

임은 미약하며, 부처의 지시만을 따르는 실정이다.8)

이 논문은 위 세 가지 경향이 나타난 원인을 제공한 출연연 관리제도

에 주목하며, 특히 출연연에 대한 정부부처의 통제에 초점을 맞춘다. 출

연연 관리제도는 부처가 출연연에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출연연이 제안하거나 과학기술자가 요구한 바가 아니었다. 애초

에 출연연 설립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부처가 추진했고, 과학기술정책도

과학기술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주도하여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가 국가 전략에 부응하는 새로운 분야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현상은 주원, “공공 R&D, 창조적 혁신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현대경

제연구원 (2015), 7쪽을 볼 것.

8) 출연연이 기관의 목표 및 전략과 무관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지적은 박소희·이흥

권·이현숙·장호원·주혜정·김용정·김병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정지

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18쪽 참조. SCI급 논

문 등의 성과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현상은 비단 출연연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만연해 있다. 그 결과 양적 성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미

흡하다고 지적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기재부 '정부R&D혁신방안' 수립 본

격추진 (보도자료)”, 201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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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설정했다. 1970년대에는 출연연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통제와 간섭이 심화하는 출연연의 부침도 결국 부처의 개

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은 출

연연과 부처의 권력관계로 말미암아 1990년대 출연연 정책의 형성도 경

로의존적이었다고 판단한다.

출연연의 현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의 역사적 층위들

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나, 기존 연구들은 제한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정책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As-Is’와 ‘To-Be’ 사이의 대립 구도

는 단순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 실태와 추구해야 할 목표를 대비시켜 새

로 제시된 정책이 현재의 실태보다 효율적임을 정당화하려 한다. 1990년

대 출연연 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들도 대개는 이러한 관점을 택하고 있

다. 그러나 이렇듯 단순화된 구도에 입각한 연구는 특정 정책을 도입할

당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출연연, 정부부처,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나아가 이를 규정하는 정치·

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9)

출연연 제도에 대한 기왕의 연구들은 주로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발

표되었다. 민철구·조황희·이정원·이영한의 1994년 연구는 기관평가가 제

도화된 원인과 실시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과 산업계

의 연구능력이 확충되는 반면, 출연연은 연구관리와 기관운영 상에 개선

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연

연에 대한 체계적 평가방식인 기관평가가 1991년 출연연 합동평가를 계

기로 도입되었다. 이와 유사한 정책연구보고서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기관평가 제도의 도입배경은 정부부처가 경쟁적으로 연구개발사업

을 추진한 결과, 분산·중복된 사업영역이 속출하여 연구 비효율이 발생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관평가는 출연

연의 내부적 경영합리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에 대한 기대역할

9) 현재의 실태(As-Is)와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To-Be)을 정의하고,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론이 정책연구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바람직한 목표와 대비시키는 접근법은 단순화된 구

도하에 정책적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정책이 수립되

어 제도화되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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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하고 과학기술행정의 운영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것

이다. 그러나 1991년 출연연 합동평가가 실시되고 기관평가가 정례화된

과정을 살펴볼 때, 제도가 정책연구보고서가 서술하는 것과 같이 정합성

있게 추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1991년 합동평가

가 출연연을 둘러싼 과학기술 관계부처들의 갈등이 촉발한 사건이었고,

기관평가 제도의 도입은 출연연 개편방향에 대한 부처 간 이해갈등을 봉

합하는 타협의 결과였다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10)

PBS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정책 도입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한 충분

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PBS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에

서 1991년 수행된 김계수·이민형·박동배의 연구를 모델로 삼아 도입되었

다. 당시 출연연의 예산회계시스템이 불명확하여 연구활동을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단위로 정부출연금을 세분화하

여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불합리한 예산편성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이

PBS의 취지였다. 1996년 PBS가 시행된 이래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부

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BS가 논의

될 당시의 문제의식과 부처가 PBS를 채택한 의도, 정책입안과정 등은

아직 연구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논문은 PBS가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

화와 그에 대한 부처의 대응과 이해관계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

었음을 보일 것이다.11)

연구회 체제는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다루는 연구에서 주되게 논의되

고 있다. 정용남은 연구회 제도를 둘러싼 부처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견해차를 부각하여 연구회가 “표류”하는 원인을 설명했다. 부처가 출연

10) 기관평가가 제도화된 후, 출연연에 대한 평가 실태를 분석하기 시작한 민철구

등의 연구는 민철구·조황희·이정원·이영한, “출연(연) 기관평가 모델개발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2-3·50쪽을 볼 것.

11) PBS의 모델을 제공한 김계수 등의 1991년 연구는 김계수·이민형·박동배,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관리회계시스템: 출연금 공급구조와 R&D 예산회계시스템 중심

으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1), 2-9쪽을 볼 것. PBS 도입 이후 정책 부

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연구로는 김계수·이민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

제중심 운영체제(PBS)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같은 저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 대체모델 적용 연구”, 과학기

술정책연구원 (2006); 이민형, “정부출연연구기관 츨연예산관리시스템 개선방안:

PBS 제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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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제도에 대해 현상유지를 선호했고, 연구회 도입에 대한 반발이 컸으

며, 출연연 정책 네트워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 연구회가 기획과

정에서부터 표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석희도 연구회가 설립되는 진

척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며, 연구회 체제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지

적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연구회라는 출연연 이중지배구조가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출연연의 연구활동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다. 이 논문은 연구회 제도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환경과, 부처

등 이해당사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출연연의 기관운영과 연구에 연구회

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였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출연연 관리제도의 작동 양상을 분석하

기 위해 이 논문은 출연연 정책을 1990년대 과학기술정책이라는 배경 속

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복합적으로 결합한 결과물로 이해할 것이다. 1990

년대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처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며, 과학기술처와

출연연 이외의 행위자도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

기술처와 상공부, 경제기획원 등 다양한 부처들이 갈등하고 경쟁하면서

추진되었고, 출연연을 둘러싼 부처의 의견대립과 영역 다툼은 당시 과학

기술정책의 쟁점으로서 수차례 부각되었다. 이러한 대립과 부처 간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라는 단일한 행위주체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정부가 일관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오히려 과

학기술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는 관련 부처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관철

하려는 경합과 조정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연구는 개

별 제도의 설계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책에 반영된 행위자들의 이

해관계를 드러내지 못하며, 일련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연속성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출연연 제도의 변화가 새로운 과학기술 연구

개발체제의 일부로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연속성을 규명할 것이다.

이 논문은 세 개의 절을 통해 1990년대 출연연 정책의 도입배경과 추

진과정 및 영향을 추적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복합적인 맥락과 연속성을

살필 것이다. 각 절은 기관평가, PBS, 연구회 제도가 논의되어 시행된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2절은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를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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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국의 연구개발환경에서 출연연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이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를 살필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출연연을 둘러싼 이해갈등이 발생했는데, 부처 간 소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되었다. 1991년 출

연연 합동평가를 계기로 기관평가가 정례화되는 과정을 통해 부처가 출

연연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초석을 마련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절은

PBS가 도입되는 과정과 배경을 검토한다. 출연연의 개혁이 PBS라는 방

식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은 문민정부가 주창한 세계화의 흐름과 무관하

지 않았다. WTO 체제라는 대외적 환경변화와 정부의 국정 기조가 맞물

려 출연연에 대한 예산지원방식도 개혁이 요구되었고, PBS의 채택은 경

제기획원과 과학기술처의 이해관계가 조응한 결과였다고 이해할 수 있

다. 4절은 연구회를 통해 출연연에 대한 지배구조가 바뀌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광범위한 공공부문 개혁이 추진되

었고 출연연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구조조정이 연구회 제도 도입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통

해 부처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어떻게 절충되어 출연연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기관평가, PBS, 연구회라는 세 가지 정책을 대상으로 이 논문은 1990

년대의 정치·경제적 환경변화가 과학기술 연구환경에 미쳤던 영향, 이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려 한 관련 정부부처들의 의도와 그들의 상이한 의견

이 종합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출연연 관리제도가 각자 다른

입장을 지닌 행위자들의 의견이 경합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존재하는 동시에 다원화된 관련 부처에서 연

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한국 과학기술정책환경의 결과물이었다. 또한 대

학, 기업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출연연이라는 거

대한 연구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체계는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한

국만의 과학기술정책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출연연이라는 한국의 독

특한 제도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책을 이해하는 유의미한 접근경로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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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의 제도화 (1989-1992)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출연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양적으로 팽창

했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상공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 동력자원부의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등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이 잇달아 출범했는데, 이러한 팽창은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발전에 선도

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범국가적 기술드라이브 정책”에서 비롯되

었다. 기술드라이브 정책의 취지는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만을 수

행해 온 기술혁신이 향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경쟁력 확보전략에 있었고, 이에 기술개발전략으로서 연구개

발투자의 획기적인 확대가 범부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기술드라이브 정책이 요구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은 과학기술처가 1987

년 2월 수립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

1987~1991년』에서도 강조되었는데, 부문계획의 세부목표로는 국가연구

개발체제의 확립, 과학기술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과학기술개발능력 증대

등이 제시되었다.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소화하던 단계를 넘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

적 기술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기술드라이브 정책의 목표였다. 당시 과학

기술, 연구개발 역량의 성장은 국가적인 목표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각

부처에서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해야 할 명분도 분명했다.12)

출연연의 팽창도 기술드라이브 정책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당초

1980년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19개 출연연 중 16개 기관을 9개의

대단위 연구소로 통합하고 주무부처를 과학기술처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각종 출연연 부설기관이 설치되거나,

출연연이 원래의 부처로 소속환원 혹은 신설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

다. 이는 개별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과학기

12) 기술드라이브 정책의 취지와 과학기술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과학기술처의

입장은 과학기술실무계획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

획, 1982~1986년』(1981), 13-14쪽; 과학기술처,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

획: 과학기술부문계획, 1987~1991년』 (1987), 10-13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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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처 산하 출연연이 이를 전담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고, 각 부처의

입장에서는 각자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산하 연구기관이 필

요해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농림수산부의 한국식품개발연구원(1987년 12

월), 건설부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88년 1월), 상공부의 한국생산기술

연구원(1989년 10월) 등이 설립되었고, KIST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으로부터 분리·독립(1989년 6월)하고, 한국에너지연구소의 명칭이 한국원

자력연구소로 환원(1989년 12월)되는 등의 조직변동이 이루어졌다.13)

이러한 변화는 출연연이 최초에 설립되었던 1960-70년대와는 다른 양

상을 지니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출연연은 대통령이 설립자로서

후견인을 자처했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되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출연연의 근거법령이

었던 「특정연구기관육성법」과 시행령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출연연

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출하고, 제

출한 사업계획·예산안을 변경할 시에도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만 하

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구활동의 자율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정치적 환경이 출연연에 우호적이지 않게

변했고, 기술드라이브 정책이 추진되면서 정책적으로도 출연연에게 이전

과 다른 역할이 요구되었다.14)

1980년대 이후 정부는 핵심기술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출연연을 국

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관리하는 보다 직접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출연연은 설립 초기의 운영모델인 수탁연구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받게 되었다. 1980년

출연연 통폐합 이후 정부 출연금은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운영비의 형태

로 교부하고, 연구비는 사업별로 심의 조정하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출연

13) 1980년 출연연 통폐합 이후 다시 각 부처 산하에 출연연이 설립·이관된 배경은

박승덕,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 『기술혁신연구』 6권 1호

(1998), 38쪽 참조.

14)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40년사』

(2008), 71쪽 참조. 출연연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기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법률 제2671호, 1973. 12. 31. 제정); 「특정연구기관육

성법시행령」 (대통령령 제7178호, 1974. 6. 13. 제정)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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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 기본운영비를 제공받아 안정적인 기관운영이 가능해진 대신, 정부

의 직접지원이 증가할수록 반대급부로 부처의 인력·예산·연구사업 통제

가 수반되었다. 출연연의 재정에서 정부예산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수

탁연구를 확보하여 재정을 자립하고 자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한다는 애초

의 설립취지와 배치되는 현상이었다. ‘출연’이라는 표현 자체가 당초 정

부의 간섭을 피하고 자율적인 연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선택된 용어

였으나, 정부의 간섭이 심화되면서 출연연이 지녔던 본래의 취지는 점차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1980년대 출연연 운영모델은 계약

연구체제에서 정부지원연구체제로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15)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출연연의 연구비 조달경로는 정부 출

연금과 연구개발사업비로 이원화되었고, 각 부처가 기술드라이브 정책이

라는 방침 하에 연구개발사업을 확장한 결과 출연연 재정에서 정부의 연

구개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가령 KIST의 1989년 총 운영

예산 중 정부 출연금은 70%, 국책연구사업의 간접경비 흡수액이 20%,

산업계 수탁연구사업의 간접경비 흡수액이 5%, 자체수입 5%를 차지하

여, 정부의 직간접 지원액의 비율이 90%에 달했다. 게다가 KIST가 조달

한 연구비 중에서도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계약고가 81.1%를 차지한 반

면, 산업계 수탁연구계약고는 14.3%에 불과하여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

는 절대적이었다. 각 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출연연에게 연구비를

제공하는 대신,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과학기술 수요에 대응한다는 명분

으로 출연연에 개입하면서 각종 규정·지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정부를 통해 안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지만, 출연연에 대한 개별

부처들의 간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출범한 1980년대에 이르러 나타난

15) 1980년대 이후 출연연에 대한 부처의 개입이 증가하고, 기관운영을 담당하던 이

사회 기능은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40년사』, 93

쪽; 과학기술처·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앞 책, 25-26쪽 참조. 출연연의 설립취지

가 정부의 강화된 관리방침에 따라 퇴색하는 과정은 문만용, “1980년 정부출연연

구기관의 재편성”, 528-532쪽을 볼 것. 출연연 통폐합 이후 변화한 출연금 지급

기준은 문만용, 『한국의 현대적 연구체제의 형성』, 309쪽을 볼 것. 1980년대 출

연연 운영모델이 정부지원연구체제(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system)라는

평가는 이진주·이달환·김병목·민철구·정선양, “이공계출연(연)의 역할 및 운영개선

방안”,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6), 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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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KIST를 모델로 출연연이 우후죽순 설립되었던

1970년대와는 다른 모습이었고, 1980년의 출연연 통폐합으로 과학기술처

가 출연연을 일괄관리하던 상황과도 달랐다. 각 부처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기관을 창설하였으며, 이를 적극적으

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가 출연연을 일률적으로 관

리하던 구조에서 다수의 부처가 분산관리하는 구조로의 점진적인 변화가

1980년대를 걸쳐 일어나고 있었다.16)

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 갈등과 출연연 소관문제

기술드라이브 정책이 추진되면서 과학기술이 강조되고, 특정연구개발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출범하면서 각 부처는 그들이 발주하는 연

구를 수행할 출연연을 필요로 했다. 출연연에 기대되는 역할과 목표는

부처별로 상이했다. 과학기술처는 출연연, 대학과 민간기업의 역할분담을

통한 출연연의 역할을 제시했다. 대학은 기초연구와 인재양성을, 민간기

업은 산업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출연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공기술

과 기반기술을 중점 수행한다는 것이 과학기술처가 제시한 역할분담 방

안이었으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대상 분야와 과제의 선정 역시 이 계획

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17)

과학기술처가 제시한 구체적인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으로는 첫째, 산

업기술은 민간이, 공공기술은 정부가 담당하되 위험부담이 높고 고액의

투자가 소요되어 민간이 독자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산업기술에 한하여

16) KIST의 1980년 재정에서 정부재원은 70%를 차지했던 것을 고려할 때, 출연연

의 정부 의존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KIST의 1980년 재정실태는 문만용,

『한국의 현대적 연구체제의 형성』, 308-309쪽을, 1989년 재정실태는 김영우·이

달환·김병목·임윤철, “이공계 정부출연(연)의 자율과 책임경영체제 강화방안에 관

한 연구”, 과학기술처 (1991), 47-48쪽을 볼 것. 출연연에 대한 부처의 개입으로

출연금 지출항목이 경직화되고, 간섭이 강화되어 자율성이 저하되었다는 점이 이

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30년사』 (1997), 269쪽 참조.

17) 과학기술처가 제시한 연구주체별 역할분담 방안은 과학기술처, 『2000년대를 향

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1987-2001년』 (1986), 22·52-57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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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요에 따라 보완적으로 참여하고, 둘째, 개발 및 실용화연구는

민간에서 담당하고,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응용연구를 정부에서

담당하며, 셋째, 기업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유성(proprietary)

기술은 민간이, 외부경제효과가 높고 전체 기업에 널리 활용될 수 있어

기업이 단독개발하기에는 이윤동기가 결부되기 어려운 공유성(generic)

기술은 정부가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처가 통합조

정하되, 특정 부처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출연연을 활용하는 국가연

구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 과학기술처의 입장이었다.18)

그러나 상공부, 동력자원부 등 산업부처는 과학기술처와 시각이 달랐

다. 그들은 과학기술처가 중심이 되는 국가연구개발체제를 선호하지 않

았고, 직접 출연연을 통해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개입하기를 원했다.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기술보호주의의 심화였다. 과거에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에 활용할 수 있었으나, 첨단기술개발을 둘러싼 각

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차 기술이전이 기피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후발국이 저임금을 무기로 한국을 뒤쫓아 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되었다.

이에 상공부는 한국기계연구소(이하 기계연)와 부설 선박분소 및 한국전

자통신연구소(이하 ETRI)를, 동력자원부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를 확보하

려고 지속해서 시도했다.19)

상공부는 보다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대상 생산기술을 전담하는 출연

연의 신설을 주장하였는데, 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 바로 그것이

었다. 생기원의 설립명분은 대기업에 필요한 기초기술보다는 중소기업에

긴요한 생산기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공부는 1986년 8월 작

18) 과학기술처가 제시한 출연연의 구체적 역할과 기능은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

감 1989』(1990), 399-400쪽 참조.

19) 기술보호주의가 심화하여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변화과정은 현원복,

“80년대의 한국 과학·기술 — 양과 질에서 눈부신 변화”, 『과학동아』 1989년

12월호, 59쪽 참조. 특히 상공부는 과학기술처가 관장하던 산업기술연구기관을 산

업주관 부처에 위임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는데, 산업부처가 출연연의 소속환원을

요구하던 상황은 “産業기술 연구기관 관장문제로 部處間 열띤 논쟁”, 『동아일

보』, 1986. 3. 15, 2면; “정부출연연구소 개편요구 잇달아”, 『매일경제』, 1988.

3. 14, 8면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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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생기원 설립안에서 기존 출연연들이 병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내세

워 생기원 설립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생산기술연구기관육성법」 입법

을 추진한 민정당 이상희 의원 등은 현행 연구개발체제가 산업현장과 연

계되어 있지 못해 산업기술을 향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공부가 주무

부처인 생산기술 종합연구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89년

민정당이 발의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회 상공위원회 심사보고서도 생기원을 상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지지하는 견해를 밝혔다. 생산기술은 제품생산이 직결되는 중소기

업에 긴요하므로 생산주무부처이자 중소기업 전담부처인 상공부가 당연

히 설립·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였다.20)

과학기술처는 생기원 설립안을 반대하며 「생산기술연구기관 육성법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기존 출연연의 생산연구기능을 보강·개선

하고,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화로 국가적 연구개발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처의 반박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미래연구·공통기반기술·공공기술

등을 연구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이 수행해야 할 생산기술연구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과학기술처는 생기원

이 설립될 경우에도 과학기술처 산하에 둘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출연

연이 1980년대 내내 과학기술처 산하에 있었으므로 부처별로 수행되는

분산형 연구개발 체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21)

20) 생기원이 중소기업에 긴요한 생산기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립명분은 “제145회

국회 제3차 상공위원회 회의록”,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89a), 4쪽을 볼 것. 상공

부가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된 생기원 설립안은 출연연을 무

신경·노화둔감증·파킨슨씨병 등에 비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설립안의 구체

적인 내용은 이상희, “생산기술연구원설립안 : 2000년대를 향한 산업기반의 고도

화를 위한 제안” (1986), 11-12쪽; “生産技術硏 설립 “神經戰””, 『매일경제』,

1986. 10. 21, 7면; 과학기자모임, 『新한국 과학기술을 위한 연합보고서』 (희성

출판사, 1993), 94쪽 참조. 상공부가 생기원의 설립·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

장은 “「중소기업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상공위원회

(1989), 9-10쪽을 볼 것.

21) 생기원 설립안에 대한 과학기술처의 부정적 의견은 “生産技術硏 설립 “神經戰””,

『매일경제』, 1986. 10. 21, 7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

년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0), 2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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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원 설립에 대한 과학기술처의 부정적인 입장은 생기원 관련 법안

에 대한 국회 경제과학위원회의 태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경제과학위

원회는 상공위원회가 수정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생기원 설립주관부처

방침에 반대했는데, 이는 상공부의 입장을 대변한 상공위원회의 법안을

과학기술처의 입장을 대변한 경제과학위원회가 반대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평민당 허만기 의원은 경제기획원장·상공부장

관·과학기술처장관 주관으로 생기원을 과학기술처 산하에 설치하는 원안

이 존재함에도, 상공위원회가 과학기술처나 경제과학위원회와 아무런 협

의도 없이 법안을 심의 처리했으므로 본회의 상정 이전에 상공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법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

다. 또한 법안이 과학기술처 소관인 기계연 소속 기업기술지원센타를 활

용하여 생기원을 설치한다고 명시했음에도, 과학기술처장관이 아니라 상

공부장관이 설립을 주관한다는 내용에 반대했다. 이렇게 과학기술처와

상공부의 견해차는 출연연 신설과 소관문제를 둘러싸고 표출되었다.22)

과학기술처의 예산을 포함한 과학기술예산을 통제하며 부처 간 갈등

을 해결하는 “나쁜 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경제기획원은 연구개발

수행 주체 간 기능분담 원칙론을 제시했다. 대학은 순수기초, 출연연은

응용연구, 민간은 응용·개발·상품화 연구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기업연구소가 점차 활성화되고 연구영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므로 산

업기술 관련 출연연은 기능을 축소한다는 것이 경제기획원의 주장이었

다. 경제기획원은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영역은 점차 줄여나가는 대신, 전

문분야별로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간이나 대학이 담당하기 힘든 방위기

술, 국민복지기술, 대형복합기술, 미래원천기술을 특화하자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23)

22)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생기원 설립주

관에 대한 허만기의 이의제기는 “제145회 국회 제8차 경제과학위원회 회의록”,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89b). 12-13쪽을 볼 것.

23) 과학기술처와 상공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경제기획원의 “나쁜 경찰” 역할은 Joel

R. Campbell, The Technology Policy of the Korean State Since 1961:
Successful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Lewiston, N.Y.: Ed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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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상공예산담당관실의 1988년 7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능 재정립 방향 — 89 예산편성상의 기본방침」에서 이러한 입장이 노

골적으로 드러났는데, 이 내부지침은 출연연이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

없이 신설·확대되어 연구분야가 중복되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제기획원은 대학의 연구능력이 확대되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도

증가하고 있어 출연연의 개편이 불가피하므로, 출연연의 기능 재정립과

재편성에 대한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내년도 예산과 인원을 동결한

다고 통고했다. 더 나아가 기업과 산업에 직결된 산업기술 관련 출연연

을 민영화하거나 기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출연연의

연구개발 중복, 운영관리의 비효율, 특정연구개발사업 위주의 과제선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을 민영화하여 연구영역을 대폭

이양하고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연구개발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인

데, 이러한 대안은 과학기술처와 사전조정 없이 제시되었다.24)

출연연에 대한 부처 간 견해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이 정립되

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되었다.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역량이 취약하여 국

가 차원에서 출연연을 통해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했던 1970

년대와는 달리, 대학과 기업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출연연에게도 새로

운 임무가 부여되어야 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없

이 연구개발정책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어 모든 부처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특정 분야에 예산을 편중시키는 중복투자현상이 발생했다.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

행할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이 불명확함에도, 각 부처는 정책을 관철하고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출연연을 확보하려는 영역 다툼을 벌였다.25)

Mellen Press, 2008), p. 64를 볼 것. 경제기획원이 제시한 기능분담 원칙론은 김

영우·이달환·김병목·임윤철, 앞 글, 40쪽 참조.

24) 경제기획원은 출연연을 전문연구소로 분산·해체하고, 과학기술정책수립을 지원

하는 기관으로 변화시키는 등의 개편이 불가피하며, 전자통신연구소, 식품개발연

구원, 전기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등은 정부지원을 점차 줄인다는 입장을 밝혔

다. 각 출연연에 통보된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출연기관 내년 인원

묶어”, 『한겨레』, 1988. 7. 19, 8면; “정부출연연 기능축소 공방전”, 『중앙일

보』, 1988. 7. 27, 15면; 김영우·이달환·김병목·임윤철, 앞 글, 41쪽 참조.

25)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장기대형연구과제지원 기능이 포함되면서 특정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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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출연연의 소관문제로 다툰 것은 출연연의 준정부조직이라

는 정체성 때문이었다. 준정부조직은 정부기관도 아니고 민간부문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영역에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혼합조직체로 정의된

다. 관료조직은 자원을 확대하고 외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경

향이 있으나, 조직 자체를 확대하는 데는 정치적·행정적으로 한계가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준정부조직이라는 외부조직을 통한 영역확대가 이루

어지는데, 이는 관료가 민간부문에 기능을 위탁하는 방식보다 부처의 관

할범위 내에서 통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관료는 준정

부조직을 확장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그들의 이해가 준정부조

직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적정규모 이상으로 조직이 팽창한다. 이

러한 점에서 설립이 용이하고 부처의 통제가 가능한 준정부조직을 정부

조직 성장의 제도화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준정부조직은 관

료에게 “자리”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수행하며, 실제로 준정부조직에 퇴

직한 고위공무원이 재취업하는 현상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관료조직은 경쟁적으로 준정부조직을 확보하려 노력한다.26)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출연연을 준정부조직으로 볼 수 있다. 출연연은

사업의 기능 중 하나였던 중장기 원천기술개발과의 차별성이 모호해지는 등, 당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 간 중복현상이 만연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에 대한 당시의 우려는 “技術開發행정 조정機構 필요”, 『매일경제』, 1986.

7. 5, 3면을 볼 것.

26) 준정부조직의 정의와 기능·역할에 대한 연구는 Christopher Hood, “The Hidden

Public Sector: The Quangocratization of the World,” Franz-Xaver Kaufmann,

eds., The Public Sector: Challenges for Coordination and Learning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1991a), pp. 165-187; David Deacon and Wendy

Monk, “Quangos and the ‘Communications Dependent Society’: Part of the

Process or Exceptions to the Rul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6(1) (2001), pp. 25-49 등을 볼 것. 준정부조직을 정부성장의 제도화된 유형으로

파악한 연구는 임학순, “준정부조직의 성장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한국사회

와 행정연구』 4호 (1993), 91-111쪽 참조. 한국에서의 준정부조직이 지니는 성격

과 특징에 대한 연구는 김판석, “정부산하기관의 실태와 관리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권 4호 (1993), 43-70쪽; 김준기, “사업자단체와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산업자원부 산하 조합 및 협회를 중심으로”, 『규제연

구』 12권 2호 (2003), 3-32쪽 등을 볼 것. 퇴직 공무원이 사무국장, 감사 등 출

연연 간부로 채용된다는 지적은 국무조정실 연구회설립작업반, “정부출연연구기

관 관리·운영체제개편 (업무참고자료)” (1998), 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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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민간조직이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정부 측 인사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출연연은 공식적으로는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

으나 실제로는 부처의 하위부서와 다름없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대신

제공되는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와 지원제도, 사회적 인정 등은 출연연을

준정부조직으로서 국가기술개발체제에 적응하게 만드는 보상체계였다.

준정부조직의 특성상 출연연은 부처에 종속되며,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

는 연구를 수행하여 그들의 의견을 대신 말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1986

년 생기원 설립안이 기존 출연연을 비난하고, KAIST가 다시 이를 반박

했던 일화 역시 주무부처의 언어가 준정부조직의 입을 통해 나왔던 사례

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부처가 출연연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이래,

출연연은 준정부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부처와 ‘한 몸’이었던 것이다.27)

19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처가 출연연을 일괄관리하던 구

조는 상공부를 비롯한 산업부처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출연연을 획

득하려는 과정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과 출연

연을 둘러싼 부처 간 영역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

합조정이 필요해졌으나, 과학기술처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하여 부처 간

할거주의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는 과학기술처의 설립목적 중 하나

가 정책종합조정임에도 예산 선심·조정기능을 결여하여 구속력이 약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예산 배분권한을 지니고 있는 경제기획원이 과학기

27) 출연연이 지니고 있는 준정부조직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OECD, Reviews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public of Korea (Paris: OECD,

1996), p. 63; 송위진·이은경·송성수·김병윤, 앞 글, 160쪽; 문만용, “KIST에서 대

덕연구단지까지 — 박정희 시대 정부출연연구소의 탄생과 재생산”, 『역사비평』

85호 (2008), 272쪽 등을 볼 것. 출연연의 연구자를 국가기술개발체제에 적응하도

록 한 기제는 박진희, “연구자 집단의 성장과 변천 —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

으로”, 김환석 외 편, 『한국의 과학자 사회: 역사, 구조, 사회화』 (궁리, 2010),

205-207쪽에 자세하다. 실제로 KIST는 과학기술처의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집행

을 지원했는데, 문만용, 『한국의 현대적 연구체제의 형성』, 206-213쪽을 볼 것.

정용남은 출연연과 부처가 지속적인 폐쇄적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가 상호고착

(lock in)되었다고 평가한다. 정용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둘러싼 부처-출연연구

기관 관계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20권 4호 (2010), 395-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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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처보다 강력한 조정기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출연연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은 과학기술정책과 행정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 부문의 확장을 계기로 다양한 부처

의 정책개입과 이해갈등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출현한 것이다.28)

2.2 과학기술 주도권 경쟁과 출연연 합동평가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관계가

촉발되면서 출연연에 대한 비판도 본격화되었다. 출연연에 대한 주된 비

판지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확장에 따른 정부지출의 증가문제였다. 1980

년대 중반 이후 각 부처가 유사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

예산의 중복과 낭비가 심화했고, 막대한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출연연이 비효율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29)

출연연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검토는 1988년 5월 발족한 행정개

혁위원회를 통해 시작됐다. 행정개혁위원회는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제도의 개선사항을 연구·검토하여 대통령에게 건

의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구로, 행정개혁위원회의 경제·과학분과위원

회는 정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출연연 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했다.

1989년 7월 경제·과학분과위원회는 과학기술처가 출연연을 통합 운영하

고 있어 산업부처가 기술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업계가 기술을 이용하는

28) 과학기술처는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에서 부처 수준으로 격상된 조직이나, 국가

경제계획수립기능과 예산 배분권한은 여전히 경제기획원에 속해 있었다. 경제기

획원의 직제상 예산실 상공예산담당관이 과학기술처와 상공부, 동력자원부 등 과

학기술 관련 부처의 예산을 편성·집행·관리했고, 정책조정국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이 크게 필

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수립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로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김용훈·윤지웅,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와 정합성”,

『행정논총』 46권 4호 (2008), 185쪽을 볼 것.

2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과 낭비 문제는 부처 수준의 정책조정·집행기능의 정합

성이 결여된 결과라 볼 수도 있다. 같은 글, 185-1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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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불편과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처의 기술정책 지원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과 관련 연구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한국표

준연구소(이하 표준연), 기계연, 한국화학연구소(이하 화학연)를 상공부

로, 한국에너지연구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를 동력자원

부로, ETRI를 체신부로, 한국인삼연초연구소를 한국담배인삼공사로의 이

관이 제시됐다. 이는 선진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하여 관련 부처가 기술

적 무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생산기술과 관련된 연구소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처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발상이었다.30)

행정개혁위원회의 안이 발표되자 산업부처들은 생산기술과 연관된 출

연연을 산하에 두는 것이 산업발전을 위해 당연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과학기술처는 공공기술과 산업기술을 혼동한 데서 오는 잘못된 발상이라

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처는 차세대를 위한 원천기술·대형기술 등 공공기

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출연연은 과학기술처가 관장하고, 생산기술이 필

요한 부처는 관련 기업부설 연구소를 지원·관리하는 기술개발관리의 이

원화를 주장했다. 과학기술처와 과학기술재단 총연합회회장단은 과학기

술처 기능 축소와 출연연 이관에 반발했고, 출연연 기관장들도 출연연

운영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활용을 범부처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내용의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

하는 등, 당시 행정개혁위원회의 안에 대해 과학기술처와 유관기관은 민

감하게 반응했다.31)

행정개혁위원회의 논의는 출연연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행정개혁

30) 행정개혁위원회의 출연연 이관방안은 행정개혁위원회 경제·과학분과위원회, “과

학기술 행정체제의 조정” (1989), 5-6쪽을 볼 것. 경제기획원의 출연연 민영화 논

의와 함께 행정개혁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출연연이 통폐합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연구개발의 속성을 모르는 경제 관료가 과학기술까지 주도하려 한다며 반발이

발생했다. “科學기술연구 “충격파””, 『매일경제』, 1988. 7. 28, 7면. 행정개혁위원

회의 과학기술처 기능 축소안에 따른 논란은 “행정改革委 科技處기능 축소키로”,

『동아일보』, 1989. 7. 17, 11면 참조.

31) 행정개혁위원회의 안에 대한 각계의 반발은 “산하 8개硏究所 유관부처 이전에

反撥 — 과기처 “行改委案알레르기””, 『경향신문』, 1989. 7. 19, 8면; “행개위 정

부개편안 싸고 관련부처 거센 반발”, 『한겨레』, 1989. 8. 12, 3면; 안해균, “제6

공화국의 행정개혁안에 대한 반론과 제언”, 『행정논총』 27권 2호 (1989), 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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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한 반대가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극심했고,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행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체도 없었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행정개혁위원회의 출연연 운영 효율화 논의를 지원한 경

제기획원이 과학기술 부문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드러났

다. 이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로서 과학과 산업의 발전계획을 수립

하는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개혁위원회의 안

에 대한 논란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한 과학기술처와 경제기

획원의 의견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개혁위원회

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로도 경제기획원은 과학기술정책 및 출연연과 관

련하여 지속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32)

경제기획원은 과학기술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는

데, 국가정책을 심의·결정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상이한 견해를 중재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경제기획원 장관은 「정부

조직법」상 국무위원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다음 서열이고, 국가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회의체인 경제장관회의의 의장이기 때문에 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부처 간 갈

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타 부처보다 높은 서열에 있는 경제기획원에 부여

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기획원은 예산을 편성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중앙

예산기관의 역할도 담당했는데, 특히 1987년 13.0%, 1988년 12.4%였던

경제성장률이 1989년에는 6.7%로 하락하여 예산절감이 특히 중요한 문

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 관계부처는 각자의 연구개발사업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과도하게 강

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선 부처는 전체적인 예산 배분구조에 큰 관심

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출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경우 정부예산이

과도하게 팽창하게 된다. 반면 중앙예산기관인 경제기획원은 정부예산을

32) 행정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배경은 권해수, “한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9권 2호 (1998), 35쪽

참조. 경제기획원이 행정개혁위원회의 출연연 운영 효율화 논의를 지원했다는 주

장은 정용남, “R&D 관리기관의 조직변동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

연구진흥원(IITA)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8권 4호 (2009), 99-100

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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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배분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하여 국고 부담을 줄

이려는 성향을 지녔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은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일선 부처를 상대로 예산삭감에 주력한 것이다.33)

1989년 과학기술처와 상공부는 ‘첨단기술개발기본계획(1990-1996)’과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에서 각자의 기술분류체계에 따라 세부 연구개

발 대상기술과 소요재원을 상술했다.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양 부처의 인

식이 유사했기 때문에 두 계획은 중복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과학과

산업기술의 발전은 균형 있게 도모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견지에 따라 양

계획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 통합작업을 수행한 것이 경제기획원이었

는데, 계획통합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은 상공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제기

획원은 1990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출연연의 인건비·기본운영비·시설

비 등은 이전처럼 과학기술처가 맡되, 국책연구자금의 배정권은 상공부·

동력자원부 등에 이관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애초 경제기획원과 상공

부는 출연연 소속 이관을 주장했으나, 과학기술계의 여론이 좋지 않자

실질적인 예산 배정권만 이관하는 안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었다. 과학기

술처 산하 출연연은 경제기획원의 계획안에는 결과적으로 상공부 등이

예산권을 행사하며 출연연을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반대했

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이 1990년 7월 발표한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 기본계획'은 연구개발사업을 각각 과학기술처와

상공부가 집행하는 국책연구개발사업과 산업관련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

했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산업기술개발사업과제를 공업기반기술개발사

업으로 이관하도록 결정되었다. 중립적인 조정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경

33) 국가경제정책에서 경제기획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권한은 강광하·이영훈·최상오,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8), 59쪽 참조. 부처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관료는 예산 극대화 전략을 선호하

게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관료들과 경쟁하게 되며 그 결과로

공공재가 과잉공급된다. 관료의 이기적 행태가 야기하는 결과에 대한 연구는 조

성한, “경영혁신의 허와 실 : 이론적 모순과 비합리적 과정”, 『한국정책학회보』

9권 1호 (2000), 11쪽 참조. 예산편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앙예산기관과 일선 부

처의 차이점은 하연섭,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4), 113-114쪽

참조. 1989년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평가는 경제기획원, 『경제백

서 1990년판』(1990), 26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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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획원의 종합계획수립 및 예산편성기능을 바탕으로 정책조정이 이루

어진 것이었다.34)

상공부의 연구개발계획에 경제기획원이 동조한 것은 과학기술처와 출

연연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경제기획

원은 국책연구비가 산업화로 연결되어야 하나, 과학기술처가 주도하는

체제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신을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

례로 경제기획원은 1982년부터 1989년 사이에 출연연이 수행한 특정연

구개발사업 과제 1,039건 중에서 연구결과가 기업화로 연계된 것은 376

건으로 36%에 불과하여, 출연연의 기업화 추진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견해는 이양순 당시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의 회고를 통해서도 발

견할 수 있다. 이양순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

로 경제를 뒷받침할 과학기술개발 지원문제를 거론했다. 과학기술분야에

재원을 배분하려면 연구개발의 실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경제기획원

으로서는 과학기술의 특성상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었다. 출연연이 점차 관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양순은 민간기업이 담

당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능을 재원과 함께 민간에 이양하여 시장경제

차원으로 넘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고 보았던 것이다.35)

34) 과학기술처와 상공부의 과학기술계획 중복문제는 김갑수·이장재·염재호, “과학기

술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1991), 37-38쪽 참조. 경제

기획원이 1990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한 계획안의 내용과 부처 간 발생한

의견대립은 “政府출연 연구기관 部處 관할권다툼 치열”, 『동아일보』, 1990. 6.

28, 17면 참조. 경제기획원이 과학기술처와 상공부의 연구개발사업을 종합조정하

는 과정은 김견, “1980년대 한국의 기술능력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93쪽을 볼 것.

35) 과학기술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적지만 투자된

연구비 1,946억 원에 비해 연구개발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은 5,800억 원에 달한다

고 주장하며, 기업화 여부 이전에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야 한다고 반박

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부처 간 견해차는 “政府출연 연구기관 部

處 관할권다툼 치열”, 『동아일보』, 1990. 6. 28, 17면 참조. 권오갑 전 과학기술

부 차관은 상공부의 경우 기업의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하지만, 과학기술처의 연구개발사업은 비상업적 연구주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기업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오갑 인터뷰, 2015. 10. 6.

이양순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개발 등을 예로 들며, 정부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부

문을 모두 없애고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다. 또한 국

가연구기관에 지급할 자금을 민간연구소에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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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에서 발생한 경영압박도 경제기획원이 출연연을 부정적으로 바

라보는 요인이 되었다. 출연연의 인건비는 T/O에 기준호봉을 적용하여

할당되는데, 실제로는 연구원의 호봉승급 등으로 인건비가 점차 증가하

여 기준임금과 현실임금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었다. 게다가 노동조합이

잇달아 조직되면서 임금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어 경제기획원의 입장에서

는 출연연의 실태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1988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능 재정립 방향 — 89 예산편성상의 기

본방침」을 통해 출연연 예산 동결방침을 밝힌 바 있었고, 나웅배 경제

기획원 장관은 같은 해 6월 27일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 연구개발예산 지원체계를 전면 재조정하여 출연금

감축과 출연연 기능축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신 대학부설 연구

소를 활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36)

1980년대 중반 이후 부처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속하여 증가하는

과학기술정책 조정수요에 대응할 제도는 미흡했다. 과학기술정책과 연구

개발사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1990년 10월 제5차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이하 종과심)가 재개되었으나, 이마저도 실권을 발휘하지 못했다. 종과

심은 형식적으로는 연구개발예산을 조정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구속력을

결여했기 때문에 심의·의결된 결과가 경제기획원의 예산편성과정에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 실질적인 예산 배분권을 경제기획원 예산실이 행사하

므로 각 부처는 종과심을 경유하여 예산을 요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

고, 예산심의과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 예산담당관실도 연구개발

예산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다. 게다가 경제기획원 장관이 위원장인 첨

학기술 지원문제와 연구개발 기능의 민간 이양을 거론한 이양순의 회고는 이형

구·전승훈, 『조세·재정정책 50년 증언 및 정책평가』 (한국조세연구원, 2003),

428-429쪽을 볼 것.

36) 현실임금 상승에 따라 각 출연연의 퇴직급여충당금도 증가해야 하는데, 박구선

은 당시 충당금을 충분히 보유한 기관은 KAIST뿐이었다고 평가했다. 박구선 인

터뷰, 2015. 10. 6. 나웅배의 출연연 노조 비난은 황의봉, “몸살 앓는 정부출연 연

구소의 속사정”, 『과학동아』 1988년 9월호, 99쪽; 과학기자모임, 앞 책, 91-92쪽

을 볼 것. 경제기획원의 출연연 예산동결방침에 대해 평민당 허만기 의원은 노동

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며 경제기획원의 예산권 남용을 비판했다. 대한민국국

회사무처, “제143회 국회 제4차 경제과학위원회 회의록” (1988), 6-8쪽; “정부출연

연 기능축소 공방전”, 『중앙일보』, 1988. 7. 27,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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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술산업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종과심의 연구개발예산 조정기능이 중복

된다는 입장을 이승윤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 보인 것처럼, 경제기획원

이 종과심의 재개를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력 있는 정책조정도 불

가능했다.37)

과학기술처는 종과심을 통한 종합조정체계를 강조했으나, 타 부처들은

종과심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1990년 10월 제5차 종과심에서 정

근모 과학기술처 장관은 출연연도 각 부처의 소관개념을 떠나 과학기술

개발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책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는 방안

을 제시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출연연 소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

기술처가 출연연을 각 부처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혁

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종과심의 실제 운영은 간사기능을 맡은 과학기

술처가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정근모의 제안은 여전히 과학기술

처를 중심으로 출연연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전제했다. 종과심을 경유해

타 부처의 사업에 개입하려는 과학기술처의 의도에 대해 상공부, 동력자

원부 등은 관련 사업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 없다며 반대했다.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할권이 변할 경우, 기존의 기

득권을 잃을 수도 있음을 우려했던 것이다. 종과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부처들은 종과심에 상정·심의해야 할 사항도 독자적으로 결정·시행

하였고, 종과심이 부처 간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데 실패했으므로 과학기

술 부문에 대한 관할권 다툼도 해결되지 못했다.38)

출연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1991년

37) 종과심은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에 의거 과학기술 종합계획 및 정책·업무의 종합

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1973년에 설치되었

으나 1983년까지 총 4회 개최 후 1990년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종과심의

미흡한 조정능력은 김용훈·윤지웅, 앞 글, 186쪽 참조. 각 부처가 종과심을 경유

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게 된 자세한 내용은 김신복,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행정체제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182-183쪽을

볼 것. 종과심이 첨단산업기술발전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경제기획원의 경

계론은 “과학기술행정 새전기마련”, 『한겨레』, 1990. 10. 30, 8면 참조.

38) 정근모가 제안한 출연연 개혁방안은 “대형科技사업 종합추진”, 『동아일보』,

1990. 10. 26, 2면; “汎정부 聯句개발체제 확립”, 『매일경제』, 1990. 10. 26, 17면

을 볼 것. 정근모가 제안한 국책연구개발사업단에 대한 타 부처의 반대의견은

“과학기술행정 새전기마련”, 『한겨레』, 1990. 10. 30,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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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부출연연구기관 합동평가’였다. 1991년 3월 14일 ‘제조업 경쟁력 강

화 대책’ 보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출연연에 대한 정밀진단 및 평가를

지시하여, 과학기술처, 상공부 등 산하 22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평가하

게 된 것이다. 출연연 평가를 위해 서정욱 과학기술처 차관을 단장으로,

김태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2조정관을 부단장으로 하고 각계 전문가

를 위원으로 구성한 합동평가단이 구성되었다. 서정욱 과학기술처 차관

은 합동평가가 1980년의 출연연 통폐합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평가

기회로, 출연연이 고민다운 고민을 할 수 있고 출연연 기관장들이 연구

관리자로서의 자질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의

취지를 밝혔다.39)

합동평가단은 5월 14·15일 출연연 업무현황 보고회를 통해 출연연의

건의사항을 수렴했고, 각 출연연은 예산의 안정적 지원과 인력 증원, 자

율성 보장 등을 건의했다. 보고회에서 합동평가단 분과위원회는 과학기

술정책의 잦은 변화로 기존 프로젝트는 물론, 새로운 사업도 지지부진해

진다고 지적하였고, 민간기업보다 출연연 연구원의 임금이 낮아 인력확

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출연연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

리라는 지나친 기대도 없어져야 할 것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은 합동평가단이 7월 12일 개최한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나타났다. 바람직한 출연

연의 역할을 공공기술개발, 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교육으로 정한 평가

단은 출연연이 종전의 나열식 기술개발을 지양하고, 기초응용기술 개발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구과제 선정에서는 기술수요조사가

부족하고 기획관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합동평가의 원인이 된

출연연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평가단은 그 원인이 정부의 경직

된 직접통제, 부적정한 예산지원제도, 정원 외 인력관리, 불충분한 연구

환경, 출연연의 자발적 개선노력 및 운영평가제도의 부재 등에 있다고

39) 당시 합동평가단은 9개 부처 실무국장 10명과 기업연구소 및 교수 등을 주축으

로 한 민간인 17명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은 출연연 합동

평가가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출연연의 방향정립일 뿐 연구소를 흔들어 놓겠다

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통폐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합동평가

를 시행하게 되는 자세한 과정은 과학기자모임, 앞 책, 9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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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40)

출연연 합동평가로 식별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평가단은 정부

가 출연연을 간접 통제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출연연의 자율성을 살리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인사·급

여·회계·예산부문 등의 각종 준칙 및 지침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부처

의 출연연 직접통제로 발생하는 자율성 침해, 중복투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종과심 산하에 기초기술·정보통신·에너지 등 분야

별 “출연연구기관 연구기획·평가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부처와 전문가

공동으로 연구과제 마련과 연구비 배분, 연구성과 평가를 할 것이 제안

되었다. 이러한 발표내용은 부처의 지나친 간섭이 연구원의 창의성을 억

누르고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

로, 출연연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평가단은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출연

연 합동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41)

그런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명의로 8월 21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합동평가 결과보고자료에는 이와 상반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합동

평가단의 7월 보고서에서 다루었던 출연연 기능 재정립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대신, 출연연의 연구결과가 수요자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연구수

행이 안일하며, 개혁의 사명감이 결핍되어 있고, 과다한 정원 외 인력으

로 인해 경영이 방만하다는 문제점이 거론되었다. 보고자료에는 출연연

을 통폐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합동평가의 결과로 출연연이 구조

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기관평가 제도를 다룬 연구보고서

들은 합동평가의 계기로 출연연의 비효율적인 연구와 방만한 운영을 제

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합동평가단의 7월 보고서와 국무

총리 행정조정실의 8월 보고서의 내용과 시각이 상이한 이유를 설명할

40) 5월 14·15일에 표준연에서 개최된 출연연 업무현황 보고회의 자세한 내용은 “과

학기술 정책 “이랬다 저랬다” 사업부진·인력전문화 장애요인”, 『한겨레』, 1991.

5. 18, 8면을 볼 것. 7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발표한 평

가결과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초기술연구 중심으로”, 『한겨레』, 1991. 7.

16, 8면; 과학기자모임, 앞 책, 99-100쪽 참조.

41) 평가단의 출연연 평가결과가 정리된 자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합동평가단, “과

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재정립 및 운영효율화 방안(안) — 정부출연연

구기관 합동평가 결과보고” (1991)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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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출연연 합동평가

이면에 존재하는 내막을 살펴봐야 한다.42)

출연연 합동평가는 상공부와 과학기술처의 갈등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시 대통령의 출연연 합동평가 지시 그

자체가 과학기술처와 상공부의 싸움에서 로비를 통해 상공부가 승리했다

는 평가가 거론되었다. 김훈철 전 기계연 소장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산

업기술분야 출연연인 KIST, ETRI, 기계연, 화학연, 표준연 소장이 초청

된 3월 14일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보고자리에서 회의가 끝날 무

렵 노태우가 출연연의 성과가 불만스러워 특별감사를 보내야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것이 합동평가가 실시된 경위였다. 그들이 배석했던 회의와

출연연은 아무 상관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그러한 지시가 나왔다는 것이

다. 김훈철에 따르면 그 배후에는 상공부와 김종인 청와대 경제수석이

있었다. 상공부는 과학기술처에 뺏긴 출연연을 다시 찾아오려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과학기술처 산하에서 출연연 운영이 잘못되고 있음을 부각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말을 빌려 특별감사를 꾸며냈다는 것이다.43)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경제관료의 의도 또한 합동평가의

배경으로 지목되었다. 허두영 당시 서울경제신문 기자에 따르면 노태우

재임 기간의 경제침체에 대해 각 부처가 상이한 원인을 제시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경제관료는 과학기술정책의 부재를 원인으로 지적했고, 과학기

술처는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반박했는데, 이러한 갈등관계의 결과로 김

종인 경제수석이 출연연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경제비

서진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책

의 방향을 산업기술 지원으로 전환하려 했고, 이를 위한 명분으로서 과

42)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보고한 합동평가 결과보고자료는 국무총리 행정조정

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재정립 및 운영효율화방안 (합동평가

결과보고)” (1991)을 볼 것. 고종관 당시 중앙경제신문 기자는 이러한 최종보고서

의 내용은 합동평가의 목적 자체를 변질시킨 것이라 평가했다. 과학기자모임, 앞

책, 100쪽.

43) 대통령의 출연연 합동평가 지시 자체가 상공부의 승리라는 평가는 “과학기술계

가 흔들린다”, 『경향신문』, 1991. 3. 26, 9면 참조. 합동평가의 배경에 대한 김훈

철의 회고는 한국기술경영연구원, “70~90년대 주요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발전

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성과조사 분석”, 미래창조과학부 (2007), 105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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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처와 출연연 중심의 기존 과학기술정책이 비판대상이 되었다. 당

시 노태우의 출연연 비판은 사실상 청와대 참모진의 시각이 대통령의 입

을 빌려 전달된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출연연 합동평

가는 각 부처가 평가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이 뒤집히고

말았던 것이다. 합동평가에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

었다면, 결국 출연연의 구조개편은 예고된 일이었다.44)

합동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연연을 부처로 이관한다는 잠정결정

이 새어 나오자 출연연 소관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단적인 사례로

ETRI가 1991년 5월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한 우리의 제언'을 발표했는

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로부터는 출연금과 특정연구개발사업비를 합

쳐 735억 원(20%)밖에 받지 못했다며 전체 출연금의 70%인 2,640억 원

을 제공하는 한국통신과 체신부 산하로 들어가겠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ETRI의 제언으로 말미암아 출연연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한다는 합동평

가의 취지와는 별개로 출연연 소관 다툼이 다시 촉발되었다. 상공부는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출연연을 산업부처에 이관하여 산업과 기술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체신부도 ETRI를 과학기술처가 관리

하고 있어 연구능률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의 주무부처가 관

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의견은 산업기술 관

련 출연연이 상공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동력자원부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서, ETRI가 체신부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연구개발사

업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상황에서 사실상 각 부처가 출연연의 주무부

처 이관을 요구한 것이었다.45)

44) 김종인과 정근모의 갈등과 경제관료의 출연연 비판 및 그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

자모임, 앞 책, 192·225-226쪽; “역대 대통령 과학성적 — ‘기술한국’ 앞날 어둡

다”, 『과학동아』 1994년 6월호, 124쪽 참조. 출연연의 구조개편을 막기 위해 과

학기술처는 합동평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박영일과 송옥환은

국무총리실이 합동평가를 담당할 계획이었으나,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이 출연

연을 평가하는 주체는 과학기술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고 회고했

다. 결국 김종인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실과 과학기술처가 공동으로

합동평가를 담당하기로 결정되어, 합동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개혁방안의 수위를

과학기술처가 지속해서 낮출 수 있었다. 박영일 인터뷰, 2015. 10. 16; 송옥환 인

터뷰, 2015. 10. 30.

45) ETRI를 둘러싼 부처 간 소관 다툼은 “정부출연 연구소 부처찾기 그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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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동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여전히 출연연 소관문제였고,

그에 따라 최종보고를 통해 본래의 숨은 의도인 출연연 조직개편이 거론

되었다. 최종보고자료에 따르면 출연연의 역할·기능과 관련한 문제점은

출연연이 민간부문의 연구에 중복 참여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적인 연구영역 확장으로 출연연 간 기능중복이 발생하여 국가적 비

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연구과제 선정, 연구수행 및 사

후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능이 미약하고 출연연 관리층의 사명감이

부족하며, 기관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제도가 없어 방만한 기관운영이 되

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진단되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

하여 합동평가단은 출연연의 조직개편을 제안했다. 그 방안의 첫째는 출

연연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기능수행을 지양하고 기초·응용기술에 중

점을 두며 민간과 중복되는 기능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민간과

중복·경쟁 관계에 있는 부문은 민간이 전담하여 수행하고, 무분별한 연

구영역 확장으로 효율성이 저하된 부문은 축소·지양하며, 한국원자력연

구소의 연구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은 과학기술 자문회의 및 원자력위원회

에서 별도 조정하도록 했다. 둘째로 출연연 간 중복·유사기능을 조정하

기 위하여 KIST는 전문기술분야 출연연과의 중복연구를 지양하고 한

차원 높은 종합·복합연구를 담당하며, 각 출연연의 유사기능은 통합할

것이 제시되었다. 셋째로는 적정연구규모(critical mass)에 미달하는 연구

소인 천문우주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는 표준연에 흡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ETRI와 한국인삼연초연구소는 한국통신공사

와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이관하도록 결정됐다. 이러한 결정사항에는 출연

연의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상공부와 경제기획원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

어 있었다.46)

『과학동아』 1991년 8월호, 123-124쪽 참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방향과 출연연

소관문제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은 상공부,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방향”

(1991), 6쪽; 체신부, “2000년대를 대비한 정보통신기술개발 정책방향” (1991); 고

용수·엄익천·천세봉·정다래,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조변화 과정 분석 — 주요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34-57쪽을 볼 것.

46) 출연연 조직개편의 세부내용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앞 글, 5-7쪽;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1991』(1992), 101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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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91년의 출연연 합동평가는 비대해진 출연연의 실태를 평가한

다는 의미도 있지만, 과학기술처가 종합조정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

처 간 영역 다툼이 확산된 결과이기도 했던 것이다. 부처의 공방전 속에

서 상공부와 경제기획원은 출연연의 현 실태를 비판하고, 과학기술처는

출연연을 방어하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부처 간의 의견 대립이 표

출되는 과정에서 정작 출연연은 수동적 위치에 있었다. 합동평가는 출연

연의 실태를 점검하여 기능을 재정립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음에도, 평

가대상이자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증명해야 할 출연연은 스스로의 목소

리를 내지 않았다. 출연연 기관장이 주무부처 문제에 대해 간헐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을 제외하면, 부처가 출연연의 소관문제를 둘러싸고 다

투는 동안 출연연은 독자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출

연연의 역할과 기능을 자체적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부처들은 각자의 정책과 연구개발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출연

연을 그들의 구도에 끌어들였고, 정부에 대한 강한 의존 경향성을 지니

고 있었던 출연연은 부처 간 다툼에서 동원된 주체였을 따름이었다. 출

연연이라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성과를 과학기술자 공동체가 아니라 합

동평가를 통해 정부가 평가한다는 것도 한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었다.47)

2.3 출연연 기관평가 도입과 부처 통제의 제도화

출연연들이 합동평가의 결과와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처

산하 16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1991년 11월부터 1992년 1월까지 합동평

가 후속조치가 시행됐다. 후속조치의 결과로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한국

47) 국가에 동원된 과학기술계를 다룬 연구는 김동광, “박정희 시대의 과학과 동원

된 계몽 — ‘전국민과학화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과학자 사회』, 105-125쪽;

송성수, ““전(全)국민의 과학화운동”의 출현과 쇠퇴”, 『한국과학사학회지』 30권

1호 (2008), 171-212쪽; 이영미, “1970년대 과학기술의 ‘문화적 동원’ — 새마을기

술봉사단 사업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등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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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연구소와 한국자원연구소로 분할되었고, 한국표준연구소는 천문대

와 기초과학지원센터를 흡수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

었다. 출연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연구중복은 중복과제 지원중단 및 내

부조직 개편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졌고, 부처의 출연연 관련 각종 준칙·

지침 등을 폐지하여 출연연 관리형태를 전환하려 했다.48)

그러나 합동평가 후속조치를 통한 출연연 조직개편은 합동평가의 대

대적인 구조조정 방안보다 미약한 조치였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

한 이유로 임윤철은 1980년 출연연 통폐합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

했던 경험에 비추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축적되었던 연구기반이 붕괴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이유로는 합동평가를 결심했던 청와대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1년 12월 19일 과학기술진흥회의에서 보고된 합

동평가 결과에 대해 노태우는 불만을 토로했다. 출연연 평가를 지시한

것은 출연연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목적이었으나, 보고결과는

조직개편에 치우쳐 방향이 어긋났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합동평가에

불만족한 상황에서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출연연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49)

출연연 합동평가의 명분으로 연구기능 중복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김

종인은 1991년 5월에 청와대 과학기술담당 비서관을 없앴다. 출연연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담당

할 정책 실무진이 사라진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명분과 추동력을 얻을 수

없었다. 게다가 1992년 3월 14대 총선을 앞두고 출연연 구조조정이 야기

할 민심이탈은 정부가 원치 않았고, 특히 합동평가에 관여한 핵심인사이

자 충청남도 도지사를 역임했던 심대평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등의

48) 과학기술처 산하 총 19개 출연연 중 타 부처·기관으로 이관이 확정된 ETRI, 한

국인삼연초연구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한국원자력

연구소에 포함하여 평가되었다. 평가위원회, “출연(연) 합동평가 후속조치 점검결

과” (1992), 1쪽.

49) 출연연 구조조정이 시행되지 못한 요인에 대한 임윤철의 분석은 임윤철, “정부

연구개발 투자효율화방안”,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8), 48-49쪽 참조. 청와

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진흥회의에서 보고된 합동평가 결과에 대한 노태

우의 불만은 과학기자모임, 앞 책, 156-1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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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도 출연연 조직을 무리하게 개편할 수는 없었다.50)

합동평가단은 출연연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의 기본방향만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운영시스템

을 점진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침을 채택했다. 출연연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적인 기관평

가가 제시되었고, 합동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과학기술처는 1992년부터

출연연 평가를 정례화한 기관평가를 매년 시행하게 되었다. 기관평가는

출연연을 부처가 직접 통제하는 미시적 관리형태를 지양하고 운영의 자

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책임경영을 지향

하는 조치였다. 부처에게는 출연연의 방향과 목표를 정책적으로 제시하

고, 출연연이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51)

연구기관에 대한 부처의 개입을 감소시키는 변화는 비단 한국에서만

발생한 현상은 아니었다.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정부조직

을 성과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고,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연구결과 평가에 기초한 간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

기 시작했다. 신공공관리론이 공공부문에 적용될 때 흔히 동원되는 명분

은 ‘작은 정부’의 구현으로, 전두환 정권의 정부조직 정비작업 이래로 행

정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사용된 논리이기도 했다. 전통적인 관료제를 탈

피하여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성으로는 시

장화, 분산화, 인센티브 부여를 들 수 있다. 시장화는 시장경제원리를 공

공서비스에 도입함을 뜻하는데, 상공부와 경제기획원이 연구개발과 기업

화를 연결했던 논리도 연구개발사업에 부분적으로 시장화가 적용되었음

50) 김종인이 청와대 과학기술담당 비서관을 없앤 당시의 상황은 “기술직 공무원 인

사차별 ‘푸대접’”, 『한겨레』, 1992. 9. 24, 8면을 볼 것.

51) 기관평가 제도의 취지와 목표는 민철구·조황희·이정원·이영한, 앞 글, 1쪽 참조.

박영일은 당시 기관평가가 출연연에 대한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

되었다고 보았다. 출연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

황에서 과학기술처는 기관평가를 통해 출연연을 개혁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

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청와대도 기관평가를 통해 출연연 개혁

이 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박영일 인터뷰, 2015. 10. 16. 당시 부처의 개입을 완화

하기 위한 조치사항 중 하나로 인사, 급여, 예산·회계, 연구사업 관련 준칙·지침이

폐지되었다. 과학기술처, “출연(연) 평가결과 후속조치 추진실적(요약)” (1991c),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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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는 사례다. 분산화는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분권

화된 주체에게 단위집행업무의 책임을 부여함을 의미하는데, 합동평가를

계기로 출연연의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경향도 분산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산화가 이루어지면 정책을 형성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부

처의 권한이 강화되는 대신, 각 기관은 담당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이 강

화된다. 그 결과 부처는 기관의 운영과정이 아니라 성과와 결과물을 평

가하게 되는데, 출연연은 기관평가가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는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화하는 것으로, 기관평가로 출연연

의 성과와 효율성을 측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

조가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이 점차 출연연에

도입되고 있음을 합동평가와 그 이후의 영향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52)

그러나 합동평가 후속조치 이후에도 부처의 출연연 개입은 줄어들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은 개별 기관의 자율성을 증

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출연연은 정부 세출예산에 의해 출연을

받으므로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부와 동일한 예산편성구조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고 배정받는다. 민간기업과 달리 예산회계법에 따라

52) 전두환 정권의 정부조직 정비작업을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고 분석한 당시의 평

가는 “「작은政府」와 民主行政”, 『동아일보』, 1981. 8. 26, 2면; “餘滴”, 『경향

신문』, 1981. 8. 27, 1면; “간소한政府「限界體重」 지켜야”, 『동아일보』, 1981.

10. 16, 9면; 정용덕,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한국정책학회보』 4권 1호

(1995), 60쪽을 볼 것.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vid Clark, “Open

Government in Britain: Discourse and Practice,” Public Money &
Management 16(1) (1996), p. 24를 볼 것. Campbell, Whitley는 대학 및 연구기

관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직접 통제하던 방식에서 신공공관리론이 도입된

1980-90년대 이후 연구성과에 기반한 간접적 통제로 변화하여, 행정적으로는 연

구기관에 대한 분산된 관리형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David F. J. Campbell,

“The Evaluation of University Research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Germany and Austria,” Philip Shapira and Stefan Kuhlmann, eds.,

Learning from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valuation. Experienc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Cheltenham: Edward Elgar, 2003), pp. 98-131;

Richard Whitley, “Changing Governance of the Public Sciences; The

Consequences of Establishing Research Evaluation Systems for Knowledge

Production in Different Countries and Scientific Fields,” Richard Whitley and

Jochen Gläser, eds., The Changing Governance of the Sciences: The Advent of
the Research Evaluation Systems (Sociology of the Sciences Yearbook;

Dordrecht: Springer, 2007), pp. 3-27.



- 36 -

지정된 항목을 기준으로 출연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출연연

의 연구개발활동은 신규성·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어, 소요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산항목에 따라 책정하는 것이 어렵다. 부처와 출연연의 조직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수권예산 편성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편성된 예산에 따라 출연연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도 제기

되었다.53)

과학기술처는 출연연에 일괄적용된 준칙·지침을 축소하는 등 자율성

확대 기조를 천명했으나, 실제로는 199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

정」이 개정되어 출연연에 대한 규정과 감사가 강화되면서 행정업무가

더욱 경직되는 상반된 현상이 나타났다. 과학기술처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편성되었던 연구과제비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출연연 예산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부처가 출연연의 활동을 통제할수록 출

연연은 실패 회피를 우선시하여 안전지향적인 기관운영을 선호하게 되었

다. 부처가 승인한 예산항목에 의해서만 연구비 집행이 가능했고, 연구자

의 재량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출연연은 소관부처에게 연구성과의 관리적

책임만을 지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합동평가에 따른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었다.54)

53) 출연연에 대한 부처의 예산관리통제와 그에 대한 평가는 김계수·이민형·박동배,

앞 글, 95-96쪽; 김계수·이민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

(PBS) 대체모델 적용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24쪽 참조. 수권예산이

란 당해년도에 달성할 사업 및 경영목표를 부여한 것으로, 출연연의 경우는 정부

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구성되는 예산구조를 수권예산이라 지칭한다. 박기주, “과

학기술분야 연구회 R&D 예산의 현황과 구조 분석: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중심으

로”, 『예산정책연구』 3권 1호 (2014), 250쪽. 출연연에 지급되는 예산을 인건비·

직접비 등의 계정과목별로 관리할 경우, 출연연에 대한 경직적인 통제가 강화된

다고 지적된다. 김계수·이민형, “R&D 원가회계시스템 연구 — 정부출연연구기관

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8a), 218-219쪽.

54) 출연연 연구비 편성에 대한 부처의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지적은 “정부출연 연구

기관 간섭심해 연구 “소화불량””, 『중앙일보』, 1992. 4. 27, 10면 참조. 감사에

대비한 경직된 업무처리가 행정업무의 역할을 역기능 쪽으로 몰아 목줄을 죄고

있다는 비판은 과학기자모임, 앞 책, 89·102·121쪽을 볼 것. 미국 관료조직의 작

동방식을 연구한 Moynihan의 논의를 참고하면, 출연연의 운영구조가 선(先)관료

주의적 시스템(prebureaucratic system)에서 관료주의적 시스템(bureaucratic

system)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물에 대한 통제가 크지 않은 것은

양자가 동일하나, 관료주의적 시스템으로 변할수록 관리자의 재량권이 감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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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평가 결과는 대외로 공개되지 않았고, 오히려 과학기술처는 평가

결과의 홍보를 지양했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평가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출연연의 위상 재정립과 자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는 출연연 기관평가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음

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평가

항목의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은 것은, 결국 부처의 판단으로 평

가결과와 기준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노동조

합의 문제는 출연연과 관련된 또 다른 정치적 문제였다. 정부자료나 연

구보고서에서는 직접 거론되지 않았지만, 과학기술처가 출연연 조직개혁

을 강하게 압박할 당시의 강조사항 중 하나는 노동조합 조치결과였다고

지적된다. 김진현은 수시로 출연연 기관장에게 노동조합을 조치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를 출연연 개혁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출연연에 대한 평가는 부처가 임의로 설정

한 지침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다.55)

된다. 선관료제적 시스템에서는 재량권이 크고 비공식적인 업무절차가 다수 존재

하기 때문에 부처가 기관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관료

주의적 시스템에서는 재량권의 감소에 따라 예산 등 투입요소에 대한 통제가 심

화되고, 조직의 규칙·절차·문서화가 이루어지므로 행정업무의 비중이 커지는 경

향이 나타나게 된다. 관료조직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Donald P.

Moynihan, The Dynamics of Performance Management: Constructing
Information and Reform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8), pp. 32-33 참조.

55) 과학기술처는 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발생할 각종 불협화음, 반박과 상호비판 등

으로 건전한 연구 분위기 조성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는 명분으로 평가

결과 공개를 꺼렸고, 특히 기관별 평점순위 및 미흡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절대

지양하도록 요청했다. 과학기술처, “‘92년도 제1회 출연연구기관장회의 안건 —

출연연구기관 협조요망사항” (1992), 13쪽. 당시 기관평가가 정치적인 논리에 좌

우되었다는 평가는 민철구·조황희·이정원·이영한, 앞 글, 66-67쪽을 볼 것. 노동조

합에 대한 부처의 압박은 1992년 ETRI 직장폐쇄 등 노사갈등으로 확산되었다.

화학연 노동조합 지부장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고영주는 노

동조합 문제로 정부가 MBC와 ETRI를 강력하게 압박했다고 증언한다. ETRI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문제로 28일간 직장폐쇄가 이루어졌고, MBC 노동조합은

‘방송 민주화’를 명분으로 50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였다. 고영주 인터뷰, 2015. 8.

28. 당시 과학기술처는 출연연에게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시한과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관장은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ETRI 직장폐쇄와 관

련된 당시의 상황은 “政府투자-출연기관 勞組파업 규제키로 法개정추진”, 『동아

일보』, 1992. 8. 4,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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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은 기관평가와 달리, 법적 근거를 갖춘 평

가제도도 존재했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경제기획원에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

행령이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을 명시했다. 민철구 등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법령상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행위주체의 일

관성이 유지되는 반면, 출연연 기관평가는 명확한 법적 장치가 없었다고

평가한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1983년

제정되면서 경영평가제도가 같이 도입되었는데,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

기 위해 자율적 운영의 보장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개선된 방침과 유사했다. 책임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이었던 경

영평가제도는 정부의 개입방식을 주무부처 중심의 사전적 통제에서 범정

부적 관점의 사후적 관여로 전환한다는 취지를 지니고 있었다.56)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역시 부처의 개입문제에서는 출연연과 비슷한

상황이었고, 실제 기관운영에 부처의 통제가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

영평가는 정부 개입의 또 다른 형태로 기능했다. 정부투자기관 관리정책

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 예산실과 주무부처의 실·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 구성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고, 정부투자기관

의 활동에 규제가 가해져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제약

이 발생했다. 자율경영 기조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책임경영의 사후

적 장치인 경영평가제도는 존립 정당성을 훼손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

한 현상은 출연연에게 운영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

로는 부처가 통제가 지속하는 실태와 동일한 것이었다. 결국 출연연 문

제의 핵심은 평가제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기관

장악과 통제에 있었다.57)

56) 출연연 기관평가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를 비교한 민철구 등은 기관평가의 평

가주체, 대상, 시기, 추진방법, 결과활용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제도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출연연구기관 관리기본

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연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결과에 책임을 묻는 조항을 동 법에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민철구·조

황희·이정원·이영한, 앞 글, 71-86쪽.

57) 정부투자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었으

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처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정부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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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동평가 이후 출연연에서 이루어진 조치사항은 과학기술처가

평가지표·요령을 통해 출연연에 지시한 정책의 이행결과였다. 이는 당시

출연연이 지녔던 특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김병윤·송위진에 따르면 출

연연이 국가에 동원되는 시기의 연구활동은 출연연 스스로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차이를 두었으므로, 연구성과와 연구자 개인에 대한 평가

는 정부가 선정한 목표에 얼마나 근접했는가에 따라 평가되는 경향이 나

타났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정부가 연구의 기획·관리·평가와 같은 공공

부문의 과학기술활동을 규율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58)

부처 관료들이 출연연을 하부조직으로 인식하여 군림하는 태도를 보

이고, 연구비를 통제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도 당시 제기되었다. 출연연

은 매주 과학기술처에 업무보고를 해야 했는데, 보고내용에는 연구활동

에 국한되지 않고 출연연의 동태, 방문자, 언론홍보내용 등 세부적인 것

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고종관 당시 중앙경제신문 기자는 준

칙·지침을 폐지하여 출연연의 자율을 내세운 과학기술처가 기관평가를

통제수단으로 악용한다고 지적했다. 부처는 출연연이 얼마나 지시를 잘

따랐는지에 따라 성과를 수우미양가 등의 점수로 평가했고, 우열을 구분

하여 서열화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출연연은 부처의 지침

과 기관평가의 세부항목들을 준수해야만 하는 수동적 위치에 있었으므

로, 내부적으로 추구하는 연구목표와 부처가 하달한 목표의 괴리가 발생

하게 되었다. 결국 기관평가 제도를 통해 출연연에 대한 부처의 통제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었다.59)

관 경영평가제도와 부처의 간섭문제는 오연천,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방향”,

『행정논총』 34권 1호 (1996), 217-239쪽 참조.

58) 정부의 정책목표가 기관평가의 지표로 반영된 것은 김형철,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모형 정립과 평가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62쪽 참조. 현재호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기관평가 지표에 포함하

는 방법으로 출연연의 변화를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현재호 인터뷰, 2015. 10. 30.

동원 시기의 연구활동의 특징은 송위진·이은경·송성수·김병윤, 앞 글, 161쪽 참조.

59) 부처 관료들이 평가작업을 출연연 통제수단으로 삼는다는 고종관의 비판은 과학

기자모임, 앞 책, 111-113쪽을 볼 것. 고종관은 기관평가를 통해 출연연을 서열화

하는 것은 기관의 고유임무와 특성 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출

연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부처의 지시를 잘 따른 포상금이라는 측면에서 채

찍과 당근의 수법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책, 102쪽 참조.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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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합동평가단의 단장이었던 서정욱 과학기술처 차관이 연구원들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2년 7월 KIST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여 낙하

산 인사를 통한 부처의 통제방식도 그대로 이어졌다. 과거 과학기술계에

서 독보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던 KIST 출신 연구자들은 출연연 최고

관리직으로 대거 진출하여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이며 합동평가단의 단장이자 과

학기술처 차관이었던 서정욱이 합동평가 직후 KIST 원장으로 취임했고,

반면 KIST 2세대인 출연연 기관장들은 출연연 개편작업 직후 소장에서

밀려났다. 이러한 변화는 출연연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부처의 장악력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6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종결정권한도 부처에게 있으므로, 출연연은 연

구개발활동의 실권이 없었다. 절차상으로는 분야별로 실무소위가 구성되

어 객관적인 과제기획과 연구비 배정이 이루어지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

는 소위의 위원들 또한 연구비를 지원받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

에 부처의 “원격조정”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합동평가에서

부처의 과도한 출연연 통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개선조치가 이루어졌

지만, 각 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인 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실상 부처의 결정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이상

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관료들로 구성된 당연직 이사들

이 사전에 안건을 심사하고, 그들이 통과시킨 안건만 정식 이사회에 상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항목 및 지표가 미흡하고 계량적 평가에 치중되었다는 문

제점이 제기되어, 결국 평가서열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는 1994년도

기관평가를 끝으로 폐지되었다.

60) 신동호 당시 한겨레신문 기자는 국방과학연구소 전직 소장이었던 서정욱이 원장

으로 취임한 것은 KIST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KIST는 한

번도 외부 연구소 출신을 원장으로 맞이해본 적이 없었고, 게다가 국방과학연구

소는 신군부 이전까지 KIST 출신 연구자의 점령지와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신동

호는 KIST 2세대인 성기수 시스템공학연구소장, 김훈철 기계연 소장은 노골적인

사임압력을 받았고, 박원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경상현 ETRI 소장, 채영복 화

학연 소장은 임기가 끝난 위 연임을 못하고 물러난 반면,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박승덕 표준연 원장, 박병권 해양연구소장, 안우희 전기연구소장과 국방과학연구

소 출신 홍재학 항공우주연구소장 등은 사임압력이 없었으며 연임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자모임, 앞 책, 162·166-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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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이다.61)

기관평가의 시행과 더불어 부처는 연구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추구했다.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별로 연구관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공공기술분야는 KIST, 생산기술분야는 생기

원, 정보통신분야는 ETRI가 부설 연구관리전담기구를 통해 관리하게 되

었다. 비록 과학기술처는 부처별로 수행되는 분산형 연구개발구조에 호

의적이지 않았으나,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의 부처가 주장한 연구개발사

업의 부처별 전문화가 합동평가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연구관리전담

기구는 기술예측 및 수요조사, 기술개발 계획, 연구과제 선정·평가·관리,

연구개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 개발 등을 담당하였으며,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기획·평가는 연구관리전담기구가, 정책 결정과 행정 책임은

부처가 수행하도록 역할이 분담되었다.62)

연구관리전담기구의 설치는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

진하면서 사업규모가 팽창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과 연결된다. 출연연은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처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KIST처럼 과학기술처의 정책을 위탁 기획하는 싱

크탱크 역할도 수행하므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정에서 정보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처음 출발했을 때는 예산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이라 과학기술처가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으

나, 점차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처의 역량만으로는 팽창하는 사업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6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부처의 원격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은 고

종관, “비틀대는 한국과학기술의 「싱크탱크」 활로는 없는가”, 『과학동아』

1992년 8월호, 130쪽 참조. 출연연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인 정부 관료가 차지하

는 비중이 40%에 달하여 모든 안건이 사전에 과학기술처를 통하여 사전조정을

받았고, 이사회는 정부의 결정사항을 사후 추인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과학기자모임, 앞 책 109·113쪽.

62) 합동평가의 결과로 KIST가 연구사업 관리기능을 수행하던 과학기술정책연구평

가센터를 흡수했고, 생기원 기술관리본부가 생산기술분야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정보통신분야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연구관리단(IITA)이 ETRI 부설기관으로 1992

년에 설립되었다. 연구관리전담기구와 부처의 역할분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장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비교연구: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3), 43-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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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연구관리전담기구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중개자로 그 역할을 정의할 수 있다. 연구관리전담기구는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활동의 정보를 파악하는 동시에, 부처로부터는

연구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기관평가와 연구관리전담

기구는 출연연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던 상황에서 부처가 국가연구개

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었던 것이다.6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정 분야에서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출범

했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은 1991년 12월부터 1992년 4월까지 관계 전문가

가 참여한 가운데 하향식(top-down) 연구기획이 이루어졌는데, 연구개발

과 별개로 사전기획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개발사업과 차이가

존재했다. 또한 범부처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상공부, 체신부 등 관계

부처가 기획과정에 참여주체로 관여하여 세부사업별로 총괄 주관부처의

책임하에 수행되었으며, 개별 부처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세부사업을 관

리한다는 점에서 분산위임형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연구개발사업

의 규모가 성장한 동시에 각 부처가 사업을 분산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

서 각각의 세부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구관리전담기구의 설치가 불

가피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각 부처가 일괄적으로 관할 연구개

발사업의 집행·관리를 담당했다면, 선도기술개발사업 이후로는 연구관리

전담기구를 경유하여 사업이 기획되고 수행·관리되는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다.64)

63) 정보 비대칭성은 흔히 계약이론과 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제인데, 숨겨진 정보, 숨

겨진 행동(hidden information, hidden action)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보가

부족한 측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얻어내려는 선별(screening), 정보를 가진 측이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signaling)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일반적인 해결책이며, 기관평가와 연구관리전담기구의 활동은 선

별활동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별의 개념을 소개한 대표적인 연구는

Joseph E. Stiglitz,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5(3) (1975), pp.

283-300이 있다.

64) 연구기획과 관련하여 선도기술개발사업과 기존 연구개발사업의 차이점은 박영

일, “국가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선도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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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방식의 변화는 출연연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출연연에서는 선도기술개발사업에 대

한 불만이 발생했는데, 이전까지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인 출연연

이 중심이 되어 과제를 선정했던 반면에 합동평가 이후 선도기술개발사

업이 추진되면서 부처가 모든 과제의 선정과 관리방식에 실질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기존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단위과제는 연구자가 제안한 과제 중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기획되었는데, 연구 수행자가

과제를 제안하므로 기획권한도 연구자에게 존재했다. 출연연은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이끌어가던 주요 행위자로서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받아 자

율성과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한 대형복

합과제가 수행되면서 사전기획에 의한 하향식(top-down) 결정방식이 적

용되기 시작한 것이다.65)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 조직단위의 재편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변화가 발견된다. 이전에는 각각의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

행했으나, 합동평가에서 연구실 단위의 조직운영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

다. 출연연 내부의 연구실 간 독립성이 폐쇄성과 경직성으로 나타나 연

구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합동평가를 통해 지적된 것이다. 출

연연 설립 당시에 연구실단위책임제라는 분권적인 조직구조를 채택한 것

은 연구과제 수탁의 정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구실을 재조정하려는 의

도였지만, 점차 연구실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

로가 업무를 공유하지도 않으므로 같은 기관 내에서도 기능중복이 발생

하게 되었다. 결국 연구실 단위로 진행되던 연구과제는 줄어들고, 부처가

계획한 국책연구개발사업 위주로 연구내용이 결정되었다. 선도기술개발

사업을 출발점으로 출연연 연구자가 기획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대형

과제들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연구과제를 기획하는 권한은 점차 연구관

리전담기구에 부여되었다. 또한 선도기술개발사업은 실용전망이 뚜렷한

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 논문 (1996), 105-106쪽 참조.

65) 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부처가 연구개발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출연연

의 불만은 한국기술경영연구원, 앞 글, 2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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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실용화 목표가 불분명한 과제는 대상에서 제외

하는 목표지향적 사업이었기 때문에, 부처가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는 연

구주제만 채택될 수 있었다. 결국 출연연에게 위임되었던 자율적 연구개

발 권한이 점차 약화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

었다.66)

출연연의 역할과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도입된 기관평

가 제도는 출연연에게 부여되었던 권한을 정부부처가 회수하고, 직접 관

리·감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평가지표의 상당수도 기

관운영의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기관평가는 출연연의 운영 및 연구 성과를 정규

적으로 감독·관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처가 출연연을 제도적으로 관

리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제도적으로 미숙한 점

도 많았으나 기관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행정을 합리화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67)

그러나 기관평가가 실제 연구개발활동과 연계되지 않고, 실효성도 부

족하다는 문제점이 상존한다. 부처가 출연연에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였

는가에 기관평가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평가지표가 획일적이며 출연연

의 연구 목표를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출

연연을 부처가 획일적으로 평가하여 서열화하므로, 정작 평가활동이 실

제 연구현장과 연계될 수 없다. 또한 출연연이 저마다 평가지표에 실적

66) 연구실 단위의 기관운영은 KIST 설립 초기에는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했다. 문

만용, 『한국의 현대적 연구체제의 형성』, 171·189쪽. 현재호는 기관평가 당시에

는 연구실 제도가 출연연의 큰 문제점이었다고 평가한다. 연구실 간의 장벽이 존

재하여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연구실장 제도가

사라지고 부장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단위가 부 단위로 재편·확대되었다. 현재호

인터뷰, 2015. 10. 30. 선도기술개발사업의 특성과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변화는 김진현, “2000년대 과학기술과 국가발전: G7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

유』 232호 (1992), 50-52쪽; 박진희, 앞 글, 211쪽 참조.

67) 기관평가의 긍정적 측면은 민철구·조황희·이정원·이영한, 앞 글, 2-3쪽을 볼 것.

현재 기관평가는 출연연의 경영 및 연구성과를 평가하여 임무 중심의 기관운영

을 내실화하고 사회적 기여도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

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2014),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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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의 변별력이 감소하면서 지엽적인 지

표의 근소한 점수 차로 결과가 달라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부처에 순응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

성하는 데 여력을 투입한 결과, 기관평가의 본질적인 목표인 연구개발활

동의 개선이 달성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평가의 출연연의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된다.68)

기관평가 제도는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역할·기능을 재정립

하기 위해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라, 비판과 구조조

정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타협점으로서 도입되었다. 출연연은 합동평가

과정에서 스스로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과

학기술 관계부처 간 알력다툼 속에서는 조직을 보호·확보하기 위한 대상

이 되었다. 이에 따라 출연연은 기관평가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주

도권을 상실하였고, 출연연이 부처로부터의 간섭 없이 연구개발과제를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체제는 합동평가 이후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68) 기관평가가 출연연의 연구와 연계되지 않고, 평가의 결과활용이 미흡하다는 지

적은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새로

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구축과 출연(연) 발전방안” (2010), 25쪽; 이민형, “정부출

연연구기관 기관성과평가지표체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b), 125-127쪽

을 볼 것. 좋은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 평가지표에 실적을 맞추는 현상은 고영주,

“출연연의 탈추격 개방형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형 R&D 확대 방안”, 『한국정책

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2012), 673쪽 참조. 그 결과 기관평가를 빌미로 부

처의 방침을 출연연에 강요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성명서] 과기계 출연(연) 2013년도 기관평가에 부쳐”, 2013. 2. 20. 과학기술부

관료 출신인 노환진도 부처가 기관평가를 통해 출연연을 복종하게 만든다고 지

적했다. ““정부, 연구소 길들이기 중단해야””, 『대덕넷』, 201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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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조변화

(1993-1996)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지속해서

성장했다.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 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하여 집

중투자한다는 방침은 기술드라이브 정책 이래 유지되었고, 첨단제품 개

발에 필수적인 핵심요소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확대되었

다. 1990년대에 들어 과학기술처의 선도기술개발사업, 상공부의 전자핵심

기술 및 부품개발 5개년 계획(일렉트로21 프로젝트), 중기거점기술개발

사업, 체신부의 정보통신분야계획 등이 잇달아 추진되었는데,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규모가 확장된 것은 기술보호주의가 심화함에 따라 후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연구개발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되었

기 때문이었다.

출연연은 여전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연구

개발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출연연의 연구개발활동과 기관운영을

제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는 기관평가는 그 목적을 달성했고, 출

연연의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기획·관리·성과평가체계도 점차 발전했다. 그럼에도 국가연구개발사

업과 이를 수행하는 출연연의 문제가 전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활동이 증가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이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출연연은 고유한

위상을 정립하여 스스로의 존립 이유를 정당화해야 했다. 그러나 출연연

은 역할과 기능을 차별화하지 못한 채 연구의 비효율성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었다. 기관평가를 통해 출연연의 연구개발활동을 분석한 결과, 투

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진단되었던 것이다.69)

69) 박구선은 기관평가를 통해 출연연의 문제점이 진단되었고, 특히 출연연에 투입

되는 예산에 대비한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박구선 인터뷰, 2015. 10. 6. 기

관평가를 통해 출연연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비효율적인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비

판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대학과 기업은 출연연이 막대한 정부 연구개발비를 획

득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현재호 인터뷰,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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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가 출연연을 통제 지향적으로 관리할수록, 오히려 규정을 준수하

는데 안주하며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소비하는 관행이 유발되었다. 출연

연이 최대한 많은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자금을 청구하

고, 차년도 예산배정액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예산을 무조건 소진하고 있

으나, 예산·회계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한 이러한 행위는 식별될 수가 없

었다. 출연연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관행이 알려졌음에도 부처는 연구

개발예산의 집행과정에는 개입하지 못했고, 출연연은 별다른 경쟁 없이

주무부처가 관장하는 연구개발사업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었다.70)

출연연의 관행과 사적 조직목표는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제시하는 전

형적인 문제점이었다. 주인(부처)이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출연연)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데, 대리인은 주인과는 다른 사

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위해

(moral hazard)가 발생한다. 출연연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부처가 적

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과 도덕적 위해라고

볼 수 있다. 해결책으로는 경쟁 도입, 인센티브 제공, 모니터링 강화 등

이 있는데,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논리를 제공한 주인-대리

인 이론은 출연연 예산·회계구조의 설계에도 반영되었다.71)

출연연이 예산을 본래의 목적과 별개로 전용하는 원인 중 하나는 현

70) 또한 출연연의 연구비 부당집행과 전용은 관료가 출연연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발생한 현상이기도 했다. 출연연이 부처와 국회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하

는 비용은 공식적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관료가 출연연에 접대

를 요구하는 등 출연연의 편법 예산집행을 부처가 야기한 측면도 존재했다. 고종

관, 앞 글, 130쪽.

71) 예산 미집행은 기관평가에 불이익을 미치므로 정부조직은 억지로라도 예산을 집

행하며, 연말에 빈번해지는 연구개발 자금지원도 당해연도 잔여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관행 또한 도덕적 위해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인

-대리인 이론의 기본개념과 연구기관에 대한 사례연구는 Michael C. Jensen and

William H. Meckling,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 inancial Economics 3(4) (1976),
pp. 163-231; Barend Van der Meulen, “Science Policies as Principal–agent

Games: Institutionalization and Path Dependency in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Science,” Research Policy 27(4) (1998), pp. 397–414 등을 볼

것. 출연연의 예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념을 도입한 연구

는 김계수·이민형, “정부출연(연)의 새로운 경영관리시스템 모색”, 『과학기술정

책동향』 5권 12호 (1995), 90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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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임금과 기준임금의 간극이었다. 경제기획원이 책정한 T/O에 기준호봉

을 적용하여 할당되는 인건비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원에게 실

제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부족했다. 민간기업보다 연봉이 낮고 복지 등

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출연연

으로서는 연구원 이직 등의 문제를 막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다른 재원

을 확보하여 부족한 임금을 충당해야만 했는데, 이를 위해 연구비를 전

용하거나 오버헤드(간접비)를 공제하는 편법이 동원되었던 것이다. 그러

나 경제기획원은 이를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간주하였고, 출연연이 예산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인건비 조달을 위해 과다한

연구 외적 노력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결국 출연연의

불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어, 출연연 예산구조의 개혁

이 요구되었다.72)

3.1 문민정부, WTO 체제 출범과 연구개발정책의 전환

1993년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단행 등의 개혁정책이 시행되었다.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정책은 공공부문으로 이어졌는데, 임기 첫해부

터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한 국가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이 검토되었

다. 1993년 말 국민은행, 담배인삼공사, 국정교과서, 한국통신 등의 지분

매각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뒤이어 한국전력, 중소기업은행, 주택은

행 등의 정부지분을 축소하는 민영화의 사전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19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추진위원회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정부투자기관

경영쇄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모든 정부투자기관이 잠재적인

민영화 개편대상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이었다.73)

72) 출연연의 인건비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는 박소희·이흥권·이현숙·장호원·주혜정·

김용정·김병수, 앞 글, 13-14쪽 참조. 출연연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인식은 경제기획원 예산실, “출연연구기관 개편방안” (1994), 5쪽을 볼 것.

73) 경제기획원이 추진한 정부투자기관 민영화 방안은 경제기획원, “공기업 민영화



- 49 -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민영화의 기본방침은 경제기

획원의 소관사항이었고, 실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이헌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경제기획

원은 공공부문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면서 효율화 노력이 미진하여 제

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판단하여 민영화의 범위를 확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경쟁원리를 공

공정책과 기관에 적용하여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

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공공부문의 역할·기능이나 업무 내용과는

관계없이 기업과 같은 형태로 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민영화

과정에서 드러났다.74)

문민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가속한 것은 1993년 12월 15일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였다.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정부 보조금 성격의 산업

지원이 대폭 축소되었고, 정부의 산업기술개발 지원도 불공정행위로 규

정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부처가 기획하여 공모배정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나,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출범하는 WTO 체

제에서는 정부의 연구비 직접지원이 보조금 제약규정 위배사항이 되었

다. 정부의 높은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은 제소의 위험을 안고 있었으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과 연구비 지원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

부가 과학기술개발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기초과학, 공공기술, 공유성

기술(generic technology) 등 경쟁 이전단계의 기술로 제약되어 연구개발

정책을 전환해야 했고, 부처의 연구개발 지원영역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

가 발생했다.75)

및 기능조정 방안” (1993)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74) 문민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정부투자기관 민영화는 “윤곽

드러나는「公기업 민영화」”, 『동아일보』, 1994. 2. 12, 7면을 볼 것. 과학기술분

야에 신공공관리가 적용되는 현상은 Jochen Gläser, “The Social Orders of

Research Evaluation Systems,” The Changing Governance of the Sciences, p.

250 참조.

75)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타결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연구

개발보조금의 경우 기초연구는 100%, 산업적 연구(industrial research)는 75%,

경쟁전 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에는 50% 이내로 정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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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 출범에 따른 위기의식은 1991년 과학기술처의 선도기술개

발사업 추진계획에서도 이미 발견된다. 과학기술처는 정부의 연구개발지

원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개방요구가 예상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것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

을 피력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정부의 직접지원이 제한되자 상

공자원부는 “특정성”이 없는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정부의 산업

기술개발 직접지원이 국제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어, 기술기반을 조성

하는 간접지원방식을 병행하여 이를 타개하고자 한 것이다. 경제기획원

은 출연연의 통폐합·기구축소 등의 기능정비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석

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을 팀장으로 한 실무작업반을 설치했다. 결국 정

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문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복영역에 대한

정리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렸다.76)

세계화는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을 규제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전 세계적으로 강화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함께 체결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여파로 “기술라운드” 문제가 등장했

다. 기술라운드는 과학기술활동에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새로 만들거

나 기존의 규범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선진국들의 움직임을 통칭하는 개

념으로, 그 취지는 상품·서비스를 국제시장에 팔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준에 맞춰야 하고,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없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 그 기술은 개방되어야 하고, 연구개

발도 상품시장처럼 외국 업체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독자적인 기술이 없을 경우 외국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이 제한되었다.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15

April 1994, 1869 U.N.T.S. 14 Arts. 8.2(a), (b); 송종국·오준근·정상조, “과학기술

관계법제의 현황과 정비방안”,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182쪽.

76) 과학기술처와 상공자원부가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취했

던 입장은 과학기술처,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7개국 수준 진입을 위한 선도전

략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 (1991b); 상공자원부,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

성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개최(보도자료)”, 1994. 7. 19를 볼 것. 출연연 기능정

비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기획원의 실무작업반에 대한 내용은 “정부출연·부설

기관 대폭정비”, 『동아일보』, 1994. 1. 7, 10면; “출연기관도 기능정비”, 『매일

경제』, 1994. 1. 7, 4면; “출연기관 기능 정비 구체안 곧 마련키로”, 『한겨레』,

1994. 1. 7, 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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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제무역을 위해서 선진국

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방식도 변화해야만 하는 문제가 후발국인

한국에 닥치고 말았다.77)

1997년으로 예정된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뒤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도

대외개방이 예상됨에 따라 출연연도 해외 연구기관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했다. 이와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했다. 기술보호주의가 심화

하면서 선진기술을 도입·모방하는데 주력했던 산업부처들도 자체적 첨단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연구개발예산은 규모가 계속

증가했다.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연구개발사업과 예산지급방식에 대한 변화도 불가피해졌다.78)

3.2 과학기술 부문과 연구개발예산제도의 개편

문민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 개혁은 직제개편으로 이어졌다. 1994년

12월에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

설교통부로 통폐합되는 등의 변화가 대거 일어났고, 정부조직 개편과정

에서 출연연 구조개편 논의도 다시 부상했다. 출연연 개편논의에서 주도

적 역할을 수행한 경제기획원은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실과 함께 출연연

조직개편계획을 검토했다. 부처 간 확장경쟁으로 출연연 조직이 점차 비

대해지고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행정지원인력이 과다하며, 연구개발 생

77) 기술라운드는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개시될 라운드를 지칭한 용어로, 공

식명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의제를 따서 당시 임의로 명명되었다. 기

술라운드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사항은 문준조·최성근, “기술라운드

(TR)의 전개와 법적 대응”, 한국법제연구원 (1995), 15쪽을 볼 것.

78) 기술라운드를 대비하여 출연연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도

변화해야 한다는 당시의 문제의식은 과학기술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구

기관 육성에 있어서의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 도입 및 세부시행방안(안)” (1995b),

2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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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이 저하하는 실태는 문민정부가 추구하던 작은 정부와 거리가 있었

다. 또한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가 산업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인문사

회계 출연연의 연구는 소관부처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출연연 정비작업이 추진된 것이다.79)

경제기획원이 제시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개편방향은 출연연·대학·민

간연구기관 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과학기술투자가 성과와 직결될 수

있는 연구개발체제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민간부문에 기술

수요가 형성되어 있는 영역인 전기연구소, ETRI를 수요처인 한전, 한국

통신으로 이관하고, 식품개발연구원 등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처 산하 출연연을 과학기술분야와 산업기술분야로 이원화

하여 과학기술처 산하 출연연은 기초과학, 첨단·대형기술 및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공공기술 분야에 주력하며, 통상산업부 산하 출연연은 중소

기업 기술과 산업공통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재편계획이 수립되었다.80)

경제기획원은 출연연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개발사업의 효율

을 향상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1994년 12월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연

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제시했다. PBS는 연구사업비의 편성·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관리체계를 프로젝트 단위로 전환하는 제도로, 연

구비를 출연금 형태가 아니라 과제별 계약제로 지급하여 연구개발분야에

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출연연 개혁방안으로 PBS

가 거론된 것은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선진국형 연구사업

79) 1994년 12월의 정부조직 개혁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던 문민정부의 돌파

전략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1994년 9월의 인천 지방공무원의 세금도둑 사건, 10

월 21일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12월 2일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으로 불리한 정

치국면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로 국민의 관심을 전환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당시 국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민주당 류준상, 강철

선 의원이 지적한 바이기도 했다. 당시의 정부조직 개혁의 배경에 대한 분석 및

류준상, 강철선의 의혹 제기는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70회 국회 행정경제위원

회 회의록 제6호” (1994a), 30쪽;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70회 국회 행정경제위

원회 회의록 제8호” (1994b), 29쪽; 정용덕, 앞 글, 74쪽을 볼 것.

80) 경제기획원의 재편계획에 따르면 과학기술처 산하 20개 출연연이 10개로 감소하

고, 기계연과 화학연은 통상산업부로 이관되는 조직개편이 예정되었다. 출연연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문제진단과 출연연 개편방침은 경제기획원 예산실, 앞 글,

5-10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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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WTO 체제하에서는 정부의 직접지원

이 불가능하므로 과제를 수주하여 연구비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화될 수

밖에 없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외개방이 예상되므로 사전대비가 필요

했기 때문이었다. 대내적으로는 연구개발사업이 부처별로 추진되면서 출

연연이 정부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중

요한 재원으로 삼았으므로, 변화한 연구개발 수행방식에 맞는 관리시스

템이 필요해졌던 것이다.81)

연구개발 예산시스템의 변화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경제기획원의 방침과도 일맥상통했다.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홍재형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차년도 경제운영의 중점사항 중 하나로 공공부문

의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그 세부방안으로서 “세출예산 집행지침”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에도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예산전용

에 대한 각 부처의 재량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채택했다. 출연연 개편

계획은 이러한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기본급만 지원

하고, 성과급은 과제연구비에 포함해 연구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확립

하며, 연구활동의 감독·평가는 계약당사자인 부처가 수행하도록 했다. 이

영탁 당시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의 회고에서도 동일한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혁된 제

도에는 경상경비제도 개선과 출연연 경영개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제

기획원이 각 부처의 경상비를 편성하여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부처별로 각자 경상비의 한도만 제시하되, 사업별 세부내역은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출연연의 경우, 경영개

선을 통해 절약된 예산과 자체수입을 통해 추가 확보된 재원은 일정 규

81) PBS가 제시된 취지와 배경은 과학기술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및 출연(연)

육성에 있어서의 프로젝트베이스 시스템 도입방안(안)” (1995a), 2쪽;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1995』(1996), 123쪽 참조. 1996년 기준 과학기술처 산하 20개 출

연연의 예산은 실제 소요 총 897,687백만 원 대비 출연금 총 407,372백만 원으로,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연구과제 수탁 등을 통해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STEPI 연구기획관리단,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

도입·시행에 따른 출연(연) 경영전망 분석 및 지원대책 검토(안)” (1995),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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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내에서 능률성과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변화했다.82)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경제제도개혁전략에서도 생산성 향상 방침이 발

견된다. 1994년 8월 9일 제12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경제기획원은 국민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정부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의 내

부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의 신설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축소해야 하는데, 출연연의 경

우는 전문분야 위주로 육성하되 인원은 동결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정

부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방식을 개편할 것이 천명되었고,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조직의 정원증가와 기구증설을 최대한 억제하여 경상비 지출을 절약

하는 예산방침이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제도를 변화시켜 공공부문의 생산

성을 향상하려는 경제기획원의 시도는 출연연뿐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작업이었던 것이다.83)

출연연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성과를 예산에 연동하

는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출연연이 현실에 안주하여 정부 지원금에 의존

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었음에도, 예산회계구조 상 출연연이 적

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요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

부 출연금은 매년 총지출 예상금액에서 연구수탁 등 자체수입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되었다. 자체수입이 많은 기관이 예산을 남겼

을 경우, 이를 국고에 환수시킴은 물론 도리어 차년도 예산편성 시 환수

82) 경제기획원의 정부조직 예산집행 방침은 “財經院 출범 맞춰 예산제도 개편”,

『연합뉴스』, 1994. 12. 6; “경제장관회의”, 『경향신문』, 1994. 12. 11, 2면; “公

共부문 생산성향상 최대역점”, 『매일경제』, 1994. 12. 11, 3면 참조. 출연연 예산

운영 방침은 경제기획원 예산실, 앞 글, 14쪽을 볼 것. 이영탁의 정부재정 개혁에

대한 회고는 이형구·전승훈, 앞 책, 479-480쪽을 볼 것.

83)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경제제도개혁전략 중 출연연과 관련된 재정 투명화·효율화

방침은 경제기획원·재무부·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신경제」의 경제제도개혁

전략” (1994), 9·12-13·47쪽을 볼 것. 율곡사업 예산은 군사보안을 이유로 국방예

산에 포함되어 총액단위로 다루어졌으나, 1993년의 비리적발을 계기로 1995년에

는 심의자문단이 구성되어 개별사업 단위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졌다. “방위비 예

산심사 강화”, 『동아일보』, 1995. 4. 16, 3면; “율곡사업 예산 개별심의 착수 어

제 1차회의”, 『동아일보』, 1995. 7. 11, 13면; “방위비예산 심의 착수”, 『매일경

제』, 1995. 7. 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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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반영하여 축소된 예산이 출연연에 배정되었다. 따라서 연구성과와

무관하게 출연금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체수입이 많을수

록 출연금이 줄어드는 예산회계구조에서는 출연연이 연구개발활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정부 출연금 지원

방식은 무사안일하고 비효율적인 행태를 조장한다고 비판되었다.84)

출연연의 연구과제비 산정구조 상 인건비와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

었기 때문에, 실제 연구개발활동에 투입되는 총비용을 산정하기도 어려

웠다. 출연연에 지급되는 정부 출연금과 연구개발사업비는 총액단위

(lump-sum)인데, 예산이 일단 기관에 흡수되어 연구자에게 재분배되므

로 연구개발활동에 투입되는 실제발생원가를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이

다. 출연연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부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처와 출연연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 연구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출연연의 연구개발활동을 파악하려

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출연연에 지급되는 예산이 총액단위이기 때문

에 실제로 투입되는 원가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집행된 연구비

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성과를 측정할 기준도 존재할 수 없으며, 과

학기술분야가 지니고 있는 전문적 특성 때문에 부처가 어떠한 연구가 우

수한지를 판별하기란 쉽지 않았다. 부처는 출연연의 상황을 숨겨진 정보

(hidden information)의 형태로 파악할 수밖에 없으므로, 출연연이 연구

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85)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레몬시장’ 현상이 발

생하게 되는데, 부처가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불신하고 출연연은 현실에

안주하여 방만한 연구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우수한 연구개발성과가 나

올 수가 없다.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려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84) 출연연의 예산회계제도가 지니고 있던 구조적 문제점은 민철구·조황희·이정원·

이영한, 앞 글, 44-46쪽; 이민형·안두현·정미애·이혜진·고영주·변영지,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

구원 (2012), 144-145쪽을 볼 것.

85) 당시 출연연의 예산회계구조 상 실제발생원가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지적은 이

민형, “BSC에 의한 연구개발조직의 성과중심관리체계 —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

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26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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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만 했다.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는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데,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감시와 선

별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정보수집·감시비용이 지출되며, 출연연에 대한

감사와 준칙·지침의 적용은 행정업무의 비중이 과다해지는 부작용을 야

기한다. 이러한 실태는 과학기술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정부

의 방침과 반대되므로, 출연연 예산회계구조의 개혁은 필수적이었다.86)

PBS는 출연연의 연구개발예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STEPI

에서 1991년 발간한 연구개발 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모델

로 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작성자인 김계수는 개인책임회계단위(PRAU)

방식을 연구개발예산 관리시스템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했는데, 연구개발

사업을 원가 기준으로 계량화하여 실제 연구에 투입되는 자원을 측정하

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김계수에 따르면 총원가기준의 예산편성은 책임

연구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회계기술적 장치로, 연구과제 중심의 연구비

일원 공급구조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논

리였다. 출연연 예산회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STEPI의 선행연구를

통해 김계수는 연구비를 연구과제별로 계약 공급하고, 연구과제의 총원

가에 준하는 정책가격으로 수익출연한다는 무궁화·민들레 사업을 제안했

다. 그의 제안은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PBS의 원형을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다.87)

86) 레몬은 중고차 시장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속어로, 정보의 비대칭

으로 인해 역선택이 발생하는 시장을 레몬시장이라 정의한다. 가령 중고차 구매

자는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온 자동차의 상태를 모르지만, 판매자는 해당 자동

차의 상태를 알고 있다.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구매자는 자동차의 성능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 레몬을 구입하는 불확실한 상황을

원치 않는다. 역으로 판매자는 구매자가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좋은 성능의 중고차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결함이 있는 자동차가 주로 시

장에서 거래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레몬시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레몬시장의 문제를 제기한 Akerlof의 연구는 George A. Akerlof,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3) (1970), pp. 488-500.

87) Porter는 계량화(quantification)를 통해 얻어지는 객관성(objectivity)이 과학적인

권위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결정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권위

를 얻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모든 것을 계량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경향은

경제부문뿐만이 아니라 국가운영 전체로 확산되었다. Theodore M. Porter,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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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수의 PRAU가 정책의 형태로 발현되어 총연구원가제도, 연구사업

책임자 중심제도, 연구사업중심 경영시스템의 특성을 지니게 된 PBS는

연구개발의 예산회계방식을 변화시켜 출연연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방안

으로 도입되었다. 첫째, 연구사업비 측면에서 비목별 원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PBS는 PRAU를 통해 제안된 총연구원가제도(full costing)라는

특성이 있었다. 이전에는 정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연구비는 인건

비를 제외한 직·간접비만 계상하였으나, PBS에서는 프로젝트를 단위로

총원가를 계상·지원한다. 과학기술이라는 서비스의 품질과 성과를 측정

하기는 어려운데, PBS를 도입하여 사업단위별로 소요비용 편성·계상 및

집행을 일원화·명확화하면 사업별 원가가 분명해지므로 예산 집행상 오

해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을 개

별과제단위로 관리하면 사업별로 산출부문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연구

개발투자의 효과를 측정·분석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88)

PBS를 통해 총연구원가제도를 반영하려는 큰 이유는 인건비 확보를

위한 출연연의 연구비 전용과 오버헤드 공제 때문이었다. 당시 출연연에

서는 자체적으로 고용한 정원 외 인력인 가T/O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

in Numbers: The Pursuit of Objectivity in Science and Public Lif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출연연 합동평가 당시 연구비 공급방

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다. 출연금 구조를 총원가 방식으로

개선하면 계정과목별 예산통제 때문에 빚어지는 편법경영도 사라질 것이라는 이

유였다. 고종관, 앞 글, 131쪽; “정부 출연 과기연구소 「총연구 원가제」 도입

“몸살””, 『서울신문』, 1995. 2. 23, 12면. 김계수가 제안한 무궁화·민들레 사업의

세부내용은 김계수·김재영·안두현·이민형, “국책 연구개발 자금의 종합관리시스

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3), 78-80쪽 참조. PBS의 세부계획이 공론화될

수 있었던 데는 김계수와 예산 담당 공무원의 친분관계가 작용했다. 김계수는 정

부 차원의 출연연 청산 이야기가 나오던 중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의 폐해를 지적

하며 PBS를 제시하였고, 예산부처가 이를 채택한 것이다. “PBS 입안자 "원래 취

지는 창의적 연구활동 집중 지원"”, 『대덕넷』 (2011. 11. 22.) 참조. 기사에서는

김계수의 친구로 예산계획처 예산국장을 언급하나, 해당 조직 및 직책은 존재하

지 않으므로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 당시 출연연 관련 예산편성기능은 경제기획

원의 소관이었다.

88) PBS를 통해 총연구원가제도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기대효과는 과학기술처,

“세부시행방안(안)”, 101쪽; 과학기술처, “프로젝트베이스 시스템의 주요내용 및

세부 시행방안” (1995c), 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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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경제기획원이

T/O를 통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연구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었다.

공식적인 T/O와는 별개로 출연연 차원에서는 늘어나는 연구과제에 투입

할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가T/O가 만성화되

면서 정부의 인건비 예산에는 집계되지 않으나,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출연연에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는 1992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이었다. 당시 감사원은 출연연이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가T/O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정원보다 많

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전용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출연연의 입장에서는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연구비를 전용하

지 않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예산지원만으로는 기관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피력했다. PBS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인건비를 연구비에서 지급하여 편법을 없애고, 출연연 인사

제도의 고질병으로 지적된 가T/O 문제도 해소할 것을 의도했다.89)

PBS는 사업수행 측면에서는 연구사업책임자(PI) 중심제도의 특성이

있었다. 연구개발과제에 투입되는 인력을 실명화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참

여연구원 선발과 예산편성·집행, 연구진행 관리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성

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 취지였다. 기존 연구개발활동은 부·실과 연구실

등의 조직을 단위로 수행되었으나, PBS를 도입하면 연구책임자를 중심

으로 한 연구과제 단위의 연구가 이루어진다.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을 편성하고, 연구비의 개별관리비목을 관리하며, 연구수행과정을 통제하

는 등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므로, 연구 자율성이 최

대한 보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다. PBS는 당시 “연구개발실명제”라

89) 1992년의 감사원 지적사항은 “政府출연硏 변칙운영 「處方」 고심”, 『동아일

보』, 1992. 5. 4, 16면을 볼 것. 가T/O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같은 출연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T/O와 가T/O 사이의 임금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성과에 기반한 보수체계가 요구되고 있었다. 박

영일 인터뷰, 2015. 10.16. PBS를 통해 가T/O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추진현황” (1996), 7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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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명을 지니고 있었는데, 문민정부에서 실명제라는 키워드는 모든 정

부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참여인력을 실명화하면 연구의 무임승차를

배제하고, 성과를 창출한 연구원에게 정당한 평가와 우대를 할 수 있는

데, 이 점에서 PBS는 ‘실명제’의 일환으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90)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재편하는 것은 출연연의 권력

관계로 인한 내부갈등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당시 정부 출연금과

연구비의 집행과정에서 기관장이 전권을 행사하여, 기관장·보직자와 연

구자·노동조합 사이에 연구 자율성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했다. 특히 출

연연이 경직된 T/O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직권한을 지니고 있

는 기관장의 권한이 막강하여 내부독재에 대한 연구원들의 불만이 상당

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PBS는 인건비·운영비를 포함하여 기관장이 소유

했던 연구사업비의 편성·배분·수주·관리권한을 연구책임자에게 이양하도

록 설계되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자율성과 권한이 대

폭 확대될 것이라 기대되었다.91)

PBS는 기관운영의 측면에서는 연구사업중심 기관경영 및 자율운영체

제(project oriented management)의 도입이었다. 연구사업중심 기관경영

이란 출연연이 인사·조직·예산보다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연구팀

중심으로 운영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출연연이 운

영되면 조직형태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변하여 연구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되었다. ETRI가 과학기술처 산하에 있을

때부터 PBS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했다는 점도

PBS 공론화의 배경이었다. ETRI는 1985년부터 대부분의 예산을 연구과

90) 연구사업책임자(PI) 중심제도로서의 특성은 과학기술처, “세부시행방안(안)”, 101

쪽을 볼 것. ‘부동산실명제’와 같이 당시 개혁적인 정책에는 실명제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다. “부동산실명제 7월 시행”, 『경향신문』, 1995. 1. 10, 1

면. 과학기술처의 199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PBS는 “연구사업실명제” 도

입이라고 표현되었다. 과학기술처, “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 (1996), 4-5쪽.

91) 출연연 기관장의 강력한 권한에 따라 발생하는 기관운영 상 문제점은 고영주,

앞 글, 670쪽을 볼 것.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고영주는 당시의

T/O 시스템하에서 기관장의 독재로 인해 연구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고 평가했

다. 고영주 인터뷰, 201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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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통해 확보했는데, 이는 당시 ETRI가 법적으로는 과학기술처 소속

이었지만 체신부와 계약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체신

부로 이관된 1990년대에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연구과제 단위로 수

주하는 ETRI의 사례는 과학기술처 산하 출연연에도 PBS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92)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방식을 기관 단위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전환

하는 PBS를 통해 출연연의 운영방식을 개혁하는 효과가 기대되었다.

PBS는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조직의 작동방식을 변화

시키는 전형적인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을 채택한 정부조

직은 대규모의 단일화된 조직형태를 탈피하여 개별적·자족적인 단위로

분산화(disaggregation)된 조직형태로 변화한다. 이는 개별 생산단위를

기준으로 조직을 분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인데, 출연연의

경우는 연구개발활동의 기본단위가 연구과제·프로젝트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분할된 개별 조직 사이에서는 경쟁이 발생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서비스가 계약형태로 제공된다는 점도 신공공관리론

의 특징이다. 이 측면에서 PBS는 출연연 내 연구조직들이 프로젝트 단

위로 분할된 연구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상호경쟁하고, 연구개발이라는

출연연의 공공서비스를 계약의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다. 업무성과

기준을 명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설정하고, 결과물을 측정하여 조

직을 통제하는 방식도 신공공관리론을 채택한 공공부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총연구원가제도를 표방한 PBS는 연구과제와 성과를 원

가단위로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에 부합하

는 제도였다고 볼 수 있다.93)

예산을 프로젝트 단위로 변환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예산개혁에 따른

92) ETRI가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은 이찬구,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변천과정 및 추진현황”, 『전자통신동향분석』 12권 6호 (1997), 113-118쪽을 볼

것. PBS 설계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한웅용은 PBS를 통해 연구과제를 기준

으로 연구팀이 조직·운영되는 매트릭스형 조직을 구현하는 것도 도입의 의도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한웅용 인터뷰, 2015. 11. 12.

93) 신공공관리 행정시스템을 채택한 행정조직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Christopher

Hood,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Public Administration 69(1)
(1991b), pp. 4-5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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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기도 했다. 선진국에서는 예산과 성과를 연계시켜 성과정보에 기

반한 자원배분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원가를 산출에 배

분하는 원가회계제도가 필요했다. 계약을 투명하고 단순화할 수 있는 사

회제도는 계약행위에 부수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인식된다. 이를 위해 PBS는 출연연의 개별 단위연구과제

를 미시적 수준까지 세분화하여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

다. 연구개발사업을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하면 사업별로 산출을 측

정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종합관리하는 경제기획원에게 있어서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게 되었다. 투자 효과를 측정·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대신 출연연에게는 PBS로 총액한도 내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자

율권이 부여되었던 것이다.94)

PBS는 출연연의 예산편성구조를 단순화하여 ‘가독성’을 증진하는 효

과가 있었다. 총액단위로 예산이 지급되는 기존 구조로는 연구비 집행과

정을 관찰할 수 없으나, 프로젝트 단위로 예산을 세분화하여 연구책임자

에게 지급하면 중앙예산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작동하는 방식을 파

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BS는 연구개발사업을 프로젝트 단위로 단

순화하고, 연구비 단가 산정기준을 인건비, 직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

관리비, 간접비, 개발준비금 등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예산 세부항목을 표

준화했다. 이렇게 표준화된 항목들은 연구개발사업을 프로젝트 단위로

구분하고, 프로젝트를 다시 연구비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는 척도로 이

용되었다. PBS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 개개인의 실적

이 산출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연구자 개개인과 모든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미시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 것이다.95)

94) 선진국에서 공공부문 예산개혁과 원가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예산과 성과를 연계

시키는 경향은 주기완·윤성식, 『재무행정학』 (법문사: 2012), 483-486쪽을 볼

것. 계약과정을 투명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제도가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는 조성한, 앞 글, 11쪽 참조.

95) PBS에서 설계된 연구비 단가산정기준은 과학기술처, “세부 시행방안”, 12-17쪽

을 볼 것. 스콧은 국가가 사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통치대상을 단순화

(simplification)하여 가독성(legibility)을 높이는 작업이 근대국가의 핵심과제였다

고 지적했다. 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역,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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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는 출연연이 지니고 있던 연구개발사업의 독자적 집행권한을 회

수하여, 부처가 출연연의 연구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였다.

이 측면에서 PBS는 경제기획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출연연을 통제하

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프로젝트 단위로 단순화시키고, 세부 예산항

목을 표준화시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기획이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

결 등 외부의 환경변화와 내부적으로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시도

가 조응한 결과로, PBS는 연구개발사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

었던 것이었다.96)

3.3 과학기술처의 출연연 개혁정책과 PBS

출연연은 1994년 12월 23일 단행된 대개각을 계기로 변화를 맞이했다.

1990년의 안면도 방폐장 부지선정 논란으로 경질되었던 정근모가 과학기

술처 장관으로 재취임했고, 구본영 교통부 차관이 과학기술처 차관으로

영입되었으며, 과학기술처 실장(1급) 3명이 교체되는 대대적인 인사개편

이 이루어졌다. 정근모는 재취임 직후 출연연의 경쟁력 강화를 과학기술

부문의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며 관료조직의 비능률을 해소하고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에도 기업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

했다. 취임 후 주재한 첫 번째 출연연 기관장 회의에서 정근모는 과학기

술계가 스스로 개혁해야 통폐합 등 외부 압력에 견딜 수 있으며, 출연연

패하는가』 (에코리브르, 2010). 박구선은 PBS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명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PBS를 통해 출연연은 재정압박을

해소하는 대신, 부처는 프로젝트 단위로 기관을 관리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박

구선 인터뷰, 2015. 10. 6.

96) Van der Meulen은 연구프로그램이 목표, 목적, 연구책임자, 연구인력, 작업계획,

연구비를 갖춘 ‘새로운 실체(a new entity)’가 되었으며, 통제의 핵심이자 관리용

어로서 연구활동의 모든 것을 기술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연구프

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읽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Barend

Van der Meulen, “Interfering Governance and Emerging Centres of Control:

University Research Evaluation in the Netherlands,” The Changing
Governance of the Sciences, pp. 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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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12월

30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출연연에 자유경쟁과 시장경

제원칙을 도입하여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하고 연구 생산

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보고했다.97)

정근모는 한국이 세계 하이테크 산업시장에서 주요 경쟁자 중 하나가

되었으나, WTO 체제에서는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므로 한국

에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방

침은 20여 년 전 정근모가 개입했던 KAIST의 설립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정근모가 초안을 작성하고 스탠포드대학교의 터만

부총장이 감수한 ‘터만 보고서’는 KAIST의 전신인 한국과학원(KAIS)을

설립하기 위한 청사진이 되었고, KAIS는 “우수함의 첨탑(steeples of

excellence)” 전략의 일환으로 몇몇 제한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경쟁력 있는 연구분야에 집중투자하여 선

진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춘다는 정근모의 전략은 김영삼이 추구한 ‘세

계화’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정근모가 추진한 것은 고등

과학원의 설립으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상확률이 높은 분야를 선

택하여 집중투자한다는 목표가 설립과정에 반영되었다.98)

97) 정근모는 김영삼의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을 뒷받침했다고 평가되었는데, 그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도 김영삼과의 개인적 신뢰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영 과학기술처 차관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과 청와

대 경제비서관 등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과학기술처의 인사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權寧海·鄭根謀씨 화려한 컴백”, 『경향신문』, 1994. 12. 24, 3면; “과기처

1급 3명 내정”, 『한겨레』, 1994. 12. 29, 2면; 현원복, 『대통령과 과학기술』

(과학사랑, 2005), 272쪽을 볼 것. 과학기술처 장관 재취임 직후 출연연의 경쟁력

강화를 천명한 정근모의 방침은 “출연연 혁명적 개혁 필요”, 『매일경제』, 1994.

12. 29, 14면을 볼 것.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의 보고는 ““경쟁력제한 制度-법령

정비””, 『동아일보』, 1994. 12. 31, 5면 참조.

98) KAIS 설립과정에 터만 보고서가 미친 영향은 Dong-Won Kim and Stuart W.

Leslie, “Winning Markets or Winning Nobel Prizes?: KAIST and the

Challenge of Late Industrialization,” Osiris 13 (1998), pp. 165-170을 볼 것. 이

후 PBS 등 출연연 개혁이 추진될 때 비교대상으로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가 빈번하게 제시되었는데, 이 또한 정근모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연구분야에 집중투자한다는 정근모의 전략은 “과학의 날 특별대담

— 科技발전이 世界化 앞당겨”, 『매일경제』, 1995. 4. 21, 13면 참조. 고등과학원

설립과 정근모의 전략에 대한 평가는 홍대길, “노벨상 ‘속성재배’ 가능한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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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는 출연연 자율개혁방안으로 경제기획원이 제시한 PBS를

채택했다. 1995년 1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근모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원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연

구지원방식도 출연금 형태에서 과제연구비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

데, 이는 출연연에 PBS를 도입하겠다는 의미였다. 김계수에 따르면 1991

년의 보고서를 통해 PRAU 모델을 처음 제시했을 당시 과학기술처가 이

상적일 뿐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던 PBS는 정근모를 통해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었다.99)

정근모의 출연연 개혁안에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기계연이었다. 서상

기 기계연 원장은 1월 17일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요지는 연구사업

을 수행하여 운영비를 자체조달하고, 기계연을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독

립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연구부서를 기업처럼 사업부제로

개편하여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또한 서상기는 보직자 수

를 30% 이상 감축하고, 행정인력의 40%를 연구수행인력으로 투입하여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며, 생산성이 저하된 인력에 대한 자진 감

봉 및 자진퇴진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생산성에 따라 호봉 동결과 인센티

브 차등 지급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개혁안은 사실상 정근모가

출연연에 주문한 개편방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기계연에 이어 화

학연, STEPI도 자체 개혁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들의 계획은 모두 정근

모가 제시한 개혁방향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었다. 결국 출연연은 여전히

학동아』 1995년 11월호, 105-107쪽을 볼 것.

99) 과학기술처 대통령 업무보고 중 PBS에 대한 내용은 과학기술처, “1995년도 주

요업무 계획” (1995), 7쪽을 볼 것. 김계수에 따르면 PBS가 졸속으로 도입되었다

는 비판이 일어나자 과학기술처가 그의 보고서를 PBS의 이론적 근거로 끌어들였

으나, PBS의 시행계획은 보고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PBS 제도에 대한

김계수의 평가는 조서린, “과학기술관리정책의 변화와 연구직 종사자의 대응에

관한 연구: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22쪽 참조. 박영일은 ABM(activity based management)과 같은 선진경영

기법이 당시 거론되었다고 말한다. ABM은 원가계산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

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경영방법론으로, PBS에 대한 사전연구가 수행될 당시

출연연도 원가정보를 토대로 기관목적 사업별로 분리되어 점검되어야 한다는 점

이 요구되었다. 박영일 인터뷰, 2015. 10. 16. ABM과 출연연 경영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철구·조황희·이정원·이영한, 앞 글, 68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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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의 방침에 대해 동조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100)

정근모가 요구하는 출연연 개편방침은 점차 수위가 올라갔다. 2월 10

일 출연연 기관장과의 회의에서 PBS 도입이 공식화된 동시에, 정근모는

출연연 조직·체제 개편을 강조하며 기계연, 화학연 등이 출연연의 범주

에서 탈락할 수도 있음을 강력히 암시했다. 이러한 태도변화는 경제기획

원과 재무부가 통합된 재정경제원이 1995년 1월보다 강도 높은 출연연

통폐합·민영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시 재정경

제원의 방안은 기계연, 화학연, 원자력병원은 민영화하고, ETRI, 한국전

기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수요처인 한국통신, 한전, 한국에너지

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었다. 또한 재정경제원은 기존의 개별 출연

연 근거법령을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안)」을 제정하여 출연연에 대한 통일된 규범을 마련하려 했다. 정근

모가 기계연·화학연 등이 출연연의 범주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은 재정경제원이 추진하던 출연연 민영화 계획을 의미했다.101)

정부의 출연연 조직개편 소식이 알려지자 출연연에는 혼란이 발생했

다. 민영화 대상기관인 화학연은 민영화설이 돌면서 기업체로부터 연구

수주가 격감하고, 연구원이 이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민영화 대상이 아

닌 출연연도 연구원의 이직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고, 심지

어는 통폐합에 따른 실직을 우려한 연구원이 가족과 함께 자살하는 사건

까지 발생했다. 특히 자체개혁안을 제일 먼저 제출했던 기계연마저 민영

화 대상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민영화 반

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근모에게 면담을 요구했으며, 기관 개혁안을

100) 기계연이 제출한 자체개혁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반응은 “독립채산

制 도입 自立개혁안 마련”, 『매일경제』, 1995. 1. 18, 14면; “정부출연硏「개혁」

윤곽 — 기계硏 독립채산 선언”, 『동아일보』, 1995. 1. 19, 17면; “기계연 “홀로

서기” 선언 의미와 전망”, 『전자신문』, 1995. 1. 19; “기계硏 96년부터 독립채산

제 실시”, 『경향신문』, 1995. 1. 20, 15면; “[과기전망대]”, 『전자신문』, 1995.

1. 20을 볼 것. 화학연, STEPI의 자체 개혁방안은 “과학계 정부출연연구소 ‘개혁

바람’”, 『한겨레』, 1995. 1. 21, 13면 참조.

101) 정근모의 PBS 도입방침과 출연연 개편에 대한 내용은 “정부 산하기관 통폐합

회오리 — 시나리오 “무성””, 『매일경제』, 1995. 1. 6, 4면; ““기업식 경영” 科技

處 새바람”, 『경향신문』, 1995. 1. 25, 3면; “출연연 개편작업 부작용 심각하다”,

『전자신문』, 1995. 2.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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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서상기 원장도 민영화에는 반대의견을 표명했다.102)

출연연 민영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노동조합이었다. 1994

년 4월 15일 출범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은 9월 5일에

합법성을 획득하면서 15개 출연연이 지부로 가입하는 등 조직세를 확장

하고 있었다. 과기노조는 출연연 조직개편이 보도되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과학기술노동조합협의회 대표자와 과기노조 지부장의 연석회

의를 통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출연연의 불만이 민영화 논란을 계기로 노동조합을 통해 본격적으로 조

직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까지의 출연연은 정부의 방침에 침묵하거

나 소극적인 태도만을 취했으나, 과기노조의 조직적 반발은 출연연 연구

자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

는 사건이었다.103)

과기노조는 최초의 전국단위 소산별 노동조합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출연연 민영화 문제를 개별 사업장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연구개

발이라는 업종을 공유하는 소산별노조를 통해 대응한 것이다. 과기노조

의 결성은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출연연 통폐합·민영화 추진 및 기능축

소, 인원감축 등 정부의 경영혁신 요구를 기존의 단위사업장별 노동조합

이 대처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사업장별로 교섭하는 기업

별 노조와 달리 출연연은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정부를 상대로

단체행동과 교섭을 행사할 단일조직이 요구되었다. 과기노조는 대정부

102) 출연연 조직개편에 대한 당시 언론보도는 “出捐연구소 4~5월께 組織개편 — 自

然계 民間에 매각 人文계 부분 통폐합”, 『매일경제』, 1995. 2. 6, 1면을 볼 것.

출연연 민영화설에 따른 연구원의 이직, 자살 등에 대한 보도는 “[과기전망대]”,

『전자신문』, 1995. 2. 10; “「통폐합失職」우려 自殺”, 『경향신문』, 1995. 2.

17, 22면; “민영화냐 통폐합이냐 꼬리무는 풍문… 출연硏 “썰렁””, 『매일경제』,

1995. 2. 23, 14면 참조. 기계연의 조직적인 반발은 “정부출연硏「개혁몸살」민영

화 — 통폐합說로 일손놓고 술렁”, 『동아일보』, 1995. 2. 21, 25면을 볼 것.

103) 1994년 과기노조의 설립과 활동내용은 “과학기술노조 합법성 획득”, 『한겨

레』, 1994. 9. 8, 20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조 설립 잇따라”, 『한겨레』, 1994.

9. 29, 20면을 볼 것. 출연연 통폐합·민영화에 대한 과기노조의 조직적인 반발은

“과기노조, 출연기관개편 반대”, 『전자신문』, 1995. 2. 16 참조. 이성우는 출연연

별로 노조가 창설된 이래로 1992년 ETRI 직장폐쇄 등을 거치면서 정부정책에 대

한 비판의식과 불만이 조직화하고, 출연연 통폐합·민영화 논란이 이를 대대적으

로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성우 인터뷰, 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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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교섭을 수행하는 최초의 소산별노조로서 다른 산업부문의 산별노조

결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104)

과기노조의 정책노조 지향성은 과학기술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던

집단이 과학기술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과기노조의 활

동에 대해 박진희는 출연연 연구자들이 전문연구자로서 직업의 안정성과

연구의 자율 확보를 중심적인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단순한 처우개선

이 아니라 불합리한 연구기관 운영제도 개선과 올바른 과학정책 수립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연연은 정부의 통제에 직접 노출되

어 있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이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자보다

더 쉽게 발전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서린은 전문인으로서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애정이 있었기에, 연구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연구

지원체계와 정부의 과학기술관리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

었다고 평가했다. 과기노조는 현장에서 직면한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 점에서 과기노조는 과학기술자들의 자주적인 공동체가 조직되는 시발

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105)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출연연 조직개편을 강행하

기란 어려운 일이었고, 결국 출연연 통폐합·민영화는 추진이 돌연 중단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결정에는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필 전 민자당 대표가 2월 9일 신

당 창당을 선언한 상태에서 출연연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대전·충청지역

의 민심이탈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처도 경제기획원이 추진하

는 출연연 통폐합·민영화로 산하 기관이 감소하는 상황을 환영하지 않았

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을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고강도의 혁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과학기술처에게 PBS는 출

연연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장경쟁을 도입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정

104) 과기노조가 지닌 최초의 전국단위 소산별노조로서의 의의는 “전국단위 첫 산별

노조 결성”, 『한겨레』, 1994. 4. 15, 2면; 유병홍, “오라, 산별노조 2 — 과학기술

노조”, 『언론노보』 277호, 2000. 3. 22, 4면 참조.

105) 출연연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박진희, 조서린의 평가는 박진희, 앞 글,

214-216쪽; 조서린, 앞 글, 26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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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대안이었다.106)

출연연은 부처에 재정을 의존했기 때문에 연구개발예산이 증가할수록

과학기술처는 출연연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과학기술처

의 입장에서도 출연연을 관리하기에 좋은 수단이라고 인식된 PBS를 도

입한 결과, 출연연을 연구개발예산으로 관리·통제하는 방식이 더욱 정교

화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과정에서 부처의 정책목표를 반

영한 우선순위가 설정되고,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

로 부처가 연구목표에 대한 지침을 직접 지시하게 된다. PBS는 출연연

을 과거처럼 하부조직으로 간주하여 직접 통제하는 대신, 연구과제를 통

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려는 시도였다.107)

PBS는 출연연이 아닌 연구개발주체의 불만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이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에 대한

대학과 기업의 불만을 해결해야 했다.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공공부문도

민간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쟁할 것이 요구되는데, 출연연은 여전히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상당 부분을 우선 지원받고 있어 연구비가 불공평하게

분배된다고 지적받았다. 과거에는 출연연 이외에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독점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민간부문

도 충분한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상황에서는 제도적으로 공정한 참여와

106) 출연연 조직개편의 갑작스러운 취소는 “「연구기관 통폐합」 추진 중단”, 『매

일경제』, 1995. 2. 25, 1면 참조. 이성우와 장순식에 따르면 당시 연구자들은 출

연연 민영화를 중단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지방선거라고 보았다. 특히 ‘소통령’이

라 불리던 김현철이 출연연 개편논의를 중단할 것을 구두지시했다는 설이 돌았

다. 이성우 인터뷰, 2015. 8. 18; 장순식 인터뷰, 2015. 8. 27. 현재호는 당시 과학

기술처는 출연연 민영화·매각을 반대하였으나, 출연연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

감대가 내부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제시하지 않으

면 출연연 조직이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처

의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호 인터뷰, 2015. 10. 30.

107) PBS를 도입하기 위해 신설·개정된 세부규정·지침의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처

연구관리과,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시행에 따른 출연기관 규정 정비방향” (1996)

을 볼 것. 박영일은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향상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연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 압박을 가하면 정부의 방침을 따를 것이라는 인

식이 당시 존재했다고 말했다. 박영일 인터뷰, 2015. 10. 16. 고영주는 PBS 중단

을 요구하며 과학기술처의 관료들과 면담할 당시, 그들이 PBS에 대한 확신을 가

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고영주 인터뷰, 201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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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출연연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했던 정근

모로서는 PBS를 적용해 출연연도 대학, 기업과 경쟁하여 연구과제를 수

주하는 정책이 당연했다.108)

과학기술처의 PBS 도입은 김정덕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장이 결정

적 역할을 담당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에 따르면 김정덕은 1994년

하반기에 PBS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근모에게 제공했는데, 이는 1991년

설립된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가 정부 출연금 없이 연구과제만으로 기

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은 사실상 PBS와 동일했기 때문에,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가 PBS

모델케이스로 선정되었다. 김정덕은 1995년 3월 10일 STEPI 주관 “출연

연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에서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의 PBS

운영사례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수행했고, 6월 1일에는 과학기술

처 연구개발조정실장으로 특채되어 PBS 도입 및 추진 작업을 진두지휘

하였다. 연구개발조정실장은 국가연구개발업무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자리로서 과학기술처가 추진하는 출연연 개혁의 책임자인데, 이러한 중

책을 과학기술처 출신이 아니라 통상산업부 관할 연구소장인 김정덕이

맡는 것은 PBS 도입을 비롯한 출연연 개혁을 관철하려는 정근모의 의지

를 반영하고 있었다.109)

그러나 PBS 도입 방침은 많은 출연연의 우려를 자아냈다. 자체개혁안

을 발표한 기계연, 화학연은 기업으로부터 많은 연구과제를 수탁받으므

108)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의 독점적 지위가 야기한 분배적 불공평은 민철

구·조황희·이정원·이영한, 앞 글, 47쪽 참조.

109) 김정덕이 PBS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근모에게 제공했다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

합의 주장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과기처의 특채강요 즉각중지와 PBS 폐기요

구 성명서(보도자료)”, 1997. 5. 29를 볼 것.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가 PBS 모델

케이스로 선정되어 김정덕이 PBS 운영사례를 발표한 자세한 내용은 “부품연, 연

구소 운영방식 화제 “총연구원가 시스템” 도입”, 『전자신문』, 1995. 2. 8; ““출연

연 생산성제고 연찬회” 주제발표 요약”, 『전자신문』, 1995. 3. 13 참조. 전자부

품종합기술연구소는 생기원 산하 민간생산기술연구소로 출범한 연구조직이었는

데, 김정덕이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으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

며, 그에 대한 반응은 “<네트워크> 과기처, 1급 연구개발조정실장 자리 공석 관

심”, 『전자신문』, 1995. 5. 2; “[과기전망대]”, 『전자신문』, 1995. 5. 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송옥환은 당시 정근모가 김정덕을 PBS의 “대가”라고 칭하며 과학기

술처에 영입했다고 회고했다. 송옥환 인터뷰,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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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립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기업의 영리활동과 거리가 먼 공공연구

를 수행하는 출연연에게 PBS는 기관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었다. 기계

연의 자체개혁안에 미루어볼 때 모든 출연연에서 생산성이 저하된 연구

인력에 대한 감봉·해고조치가 예견되었는데, 공공연구분야의 과제를 수

탁하기 어려운 연구자에게 PBS는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정책이었다. 따

라서 당시 출연연 연구자들로서는 PBS를 “연구자 죽이기”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기계연과 화학연 등 비교적 형편이 나은

출연연도 연구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대학, 기업과 경쟁하게 될 경우, 상

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과 기업은 인건비를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연구비를 전액 연구에 투자할 수 있

지만, 출연연은 연구비의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하므로 전액을 연구에 활

용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이 향상

되어 출연연의 과제수탁이 점차 감소하던 상황에서 연구과제 수주경쟁이

불리한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출연연과 연구자로서는 위협으로 작용

했다. 이에 인건비·운영비 산정 등에서 공정한 규칙이 수립되지 않는 한

PBS는 “출연연 말살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110)

노동조합은 PBS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과기노조는 총연구원가제도

하에서 연구비가 배분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가 이미 보장된 대학과

기업보다 경쟁조건이 불리한 출연연의 재원부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출연연의 기관운영을 위해 대규모의 연구비를 수주하려

면 대기업과의 과제계약이 불가피하므로, 출연연이 대기업의 부설 연구

소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도 PBS를 반대하는 논리로 제시되었다. PBS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려면 안정적 재원의 확보, 연구 자율성 보장, 기관 독

립성 유지 등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나, 과학기술

처가 정책을 밀실에서 조급하게 추진하여 제도가 부실하게 수립되고 있

다는 비판도 제기했다.111)

110) PBS 도입에 대한 당시 우려는 “[과기전망대]”, 『전자신문』, 1995. 2. 10 참고.

111) 과기노조의 PBS 반대논리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통폐합·민영화 및 ‘총 연

구원가 제도’의 문제점과 우리의 요구”, 1995. 2. 20;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과학기술처 장관은 출연(연)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1995. 9. 25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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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노조의 조직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PBS는 강행되어 1995년 3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제도도입 방침이 보고되었다. 6월 30

일 재정경제원 주관 경제장관회의에서 ‘95년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

PBS가 반영되었고, 7월에는 과학기술처, 출연연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추진기획단이 PBS의 구체적인 내용

을 작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PBS는 1995년 11월 국무회의에 보고

되어 1996년부터 과학기술처 산하 출연연에 적용되었다. 정부 출연금으

로 지원되는 최소한의 기본운영비 또한 기관고유사업이라는 형태로 교부

되어, 결국 모든 출연연 예산이 PBS를 통해 과제 단위로 관리되었다.

PBS 이전까지 정부의 출연금과 부처의 연구개발예산으로 운영되던 출연

연은 조직운영에 별다른 재정적 어려움이 없었고,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

로 연구개발과제를 확보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PBS가 도

입된 이후에는 출연연도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기업, 대학 등과 공

개경쟁하여 연구과제를 수주해야만 했다.

PBS가 제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된 것은 선진국의 연구기관

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ETRI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 ETRI는 1985년부터 연구과제를 계

약형태로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를 PBS라고 보기는 어렵다. 체신부(정보

통신부)는 연구과제를 전적으로 ETRI에 주문하였고, 정보통신연구개발

사업도 ETRI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정보통신부의 국책기술개발사업은

과제선정이 지정공모 및 정책지정 방식이며 연구 기간에 제한도 없었다.

즉, 실제로는 ETRI가 경쟁 없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정책지정방식의

연구개발사업이 운영되었던 것이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도 ETRI

에서 진행되던 선행연구가 개발과제로 선정되었고, IITA가 설치된 이후

에도 ETRI가 제안하는 과제를 그대로 부처에 제출하는 상향식

(bottom-up) 연구개발사업기획이 이루어졌다. 즉, 정보통신분야의 연구

개발은 ETRI가 주도하였고, 동시에 주된 연구공급자였다. 오히려 PBS가

도입된 1996년부터 정보통신부 또한 규정개정을 통해 이전의 정책지정방

식에서 공모 등을 통한 경쟁개발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결국 PB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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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비로소 정부가 연구사업비를 경쟁을 통해 배분하는 제도가 공식

화된 것이었다.112)

3.4 PBS 도입 이후 변화한 출연연의 연구개발환경

출연연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경제기획원과 과학기술처의 목적은

PBS를 통해 달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환경이 모든 과학기술 부문

과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1996년 4월 경제장관회의 등

을 통해 1998년도 예산편성부터 PBS를 모든 부처 산하의 출연연으로 확

대할 것이 권고되었으나, 통상산업부 등 타 부처는 이를 거부하며 PBS

와 무관하게 각자의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산업기술 연

구개발을 사업목표로 하는 통상산업부의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가 급속

히 증가하는 등 기업중심 기술개발체제가 구축되고 있으므로 굳이 출연

연에 연구개발활동을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통상산업부의 기존 연구개

발사업은 대부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WTO 체제를 대비하여

새롭게 추진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은 산업기술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과학기술처처럼 출연연 연구비에 인건비를 포함하는 문제를 심각

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생기원과 같은 연구기관의 역할은

산업계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이므로, 설령 PBS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으로

부터 정부와 동일한 예산편성구조로 연구비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즉,

PBS 도입은 경제기획원이 제안하여 과학기술 관계부처가 적용하는 자연

스러운 과정이 아니었고, 경제기획원이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산업부 등 다른 부처들은 여전히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연

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113)

11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이 ETRI를 대상으로 하여 정책지정방식으로 운영된 구체

적인 내용은 이찬구, 앞 글, 117쪽 참조. ETRI가 제안하는 과제가 그대로 부처에

제출되는 상향식 연구개발사업기획에 대해서는 정용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둘

러싼 부처-출연연구기관 관계에 관한 연구”, 406쪽 참조. PBS 도입 이후 정보통

신부가 연구개발사업에서 경쟁개발 방식을 도입한 내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0년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2), 196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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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과학기술처가 PBS를 채택한 것은 산하 출연연들이 재정을 정부

예산에 의존하므로 경제기획원의 정책을 수용할 요인이 타 부처보다 높

았기 때문이다. PBS를 도입하는 대신 과학기술처는 재정경제원과의 협

상을 통해 가T/O를 정T/O로 전환시켜 출연연의 공식적인 인원규모를

확장했다. 또한 연구개발비라는 정부 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식

이 PBS를 통해 정당한 예산집행으로 인정되어, 출연연은 임금압박 문제

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가T/O의 인건비는 연구과제비에서 오버헤드

를 공제하여 지급되었으나, PBS는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

게 인건비를 받는다는 취지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주하여 인

건비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공식화한 것이다. 연구과제 수주를 통한

인건비 지급의 공식화란 인건비를 충당하는 파이프라인이 늘어난다는 것

을 의미하므로, 출연연의 고질병이었던 만성적인 인건비 부족문제를 해

결할 수가 있게 되었다.114)

과학기술처는 PBS를 통해 출연연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다.

기관평가 제도에 이어 PBS를 도입한 과학기술처는 자체적으로 출연연

개혁을 시도하고 있음을 타 부처와 대학, 기업에 피력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개발예산이 출연연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PBS는 경쟁

수주방식으로 연구과제를 발주하여 모든 연구주체의 공정한 국가연구개

발사업 참여를 보장했다. 과학기술처는 출연연 위주로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된다는 비난을 불식시키고, 경쟁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PBS는 출연자와 생산자라는

113) PBS 도입권고에 대해 당시 타 부처는 과학기술처 소관 출연연은 과학기술처가

책임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영일 인터뷰, 2015. 10. 16. 기업부설 연구소

는 1981년 53개, 1988년 500개, 1991년 1,000개에서 1996년에는 2,250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당시 통상산업부가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은 한국산업기

술평가원, 『산업기술개발사업 20년: 1987-2006』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7),

82·90-91·100쪽을 볼 것.

114) 박구선은 PBS를 수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출연연의 T/O가 확충되었고, 경영압

박에 따른 출연연 민영화 요구를 벗어날 수 있는 정책적 명분을 확보했다고 평가

했다. 송옥환은 가T/O가 정T/O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해고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박구선 인터뷰, 2015. 10. 6; 송

옥환 인터뷰,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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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 관계를 일반거래자 관계로 전환했다고 평가된다. 정부가 지원

자에서 고객으로 변화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출연연은 정체성 자체가

정부가 전략적으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된다는 기본 모델이 흔들린 적은 없었다. PBS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시장경쟁을 도입할 것이 천명됐으나, 이는 외

견상의 시장일 뿐 실질적으로는 부처가 발주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주하

려는 서비스 공급자들의 행위자 집합체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115)

PBS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과제를 수주하는 것 같지만, 기획과정에

관여한 연구자가 과제를 수주하기 유리한 구조였다. 부처가 연구과제가

기획될 때 이미 해당 과제를 수주할 대상도 구상된 경우가 많으므로, 시

장 메커니즘과 무관하게 부처가 발주한 과제를 연구자가 용역계약 형식

으로 수행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출연연으로서는 무리하게 대학, 기업

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부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연구

과제를 수주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에 대한 출

연연의 의존현상은 PBS 이후에도 유지되었다.116)

과학기술처가 단순히 출연연 개혁에 대한 압박과 정근모의 방침 때문

에 PBS를 도입한 것만은 아니었다. 만약 과학기술처가 경제기획원의 정

책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다면, 노동조합 등의 반대를 무릅쓰

며 PBS 도입을 강행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과학기술처는 PBS를 도

입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출연연에 지급

되는 경상비는 정부 세출예산 증가율에 비례하므로 과학기술 부문을 일

115) PBS를 통해 정부와 출연연의 관계가 변화했다는 평가는 과학기술처, “프로젝

트베이스 시스템 도입방안(안)”, 2쪽; 김계수·이민형, “R&D 원가회계시스템 연

구”, 18쪽을 볼 것. PBS 구조에서는 부처가 책정한 예산에 대해서 연구주체가 제

로섬 게임식의 경쟁을 하게 된다. 정부의 펀딩이 시장이 아니라 행위자 집합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은 Jochen Gläser, op. cit., p. 255 참조.

116)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수혜자가 이미 내정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은 고

종관, “국가과학기술연구비가 새고 있다”, 『과학과 기술』 31권 11호 (2002), 50

쪽을 볼 것. 제안요청서(RFP)에도 세부사항을 상세하게 특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자가 내정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다. 연구과제를 기획한 연구자가 자신이 기획한 과제를 수주하는 일명 ‘셀프 과

제’도 현행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국가

재정전략회의, 「정부 R&D혁신방안」 발표 (보도자료)”, 201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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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비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구개발사업을 통

해 출연연에 운영비를 공급하는 PBS 구조에서는 사업을 확대하여 출연

연에 더 많은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세출을 무조건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진

국의 수준을 따라잡는다는 명분으로 연구개발투자는 계속 확대되었기 때

문이다. 결국 PBS는 시장경쟁체제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출연연에 예산을 공급하는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게 되었다. 출연연은 연

구비 확보를 위해 부처에 의존하고, 부처는 연구개발예산을 늘리기 위한

명분으로서 PBS를 활용하는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된 것이다.117)

그러나 PBS는 부처, 출연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여하는 모든 주

체를 만족시키는 제도는 아니었다.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는 출연연 연구

자의 ‘보따리 장사’ 문제가 PBS를 통해 등장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인건

비 및 연구비 확보를 위해 정부과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연구수주를 위

한 대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질보다는 양 위주의 연구가 수행되는 부작용

이 발생했다. 인건비를 확보하고, 재정기여도 중심의 연구자 평가에 적응

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의 수주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고, 연구자 1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증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제를 대형화하고, 기관고유사업을 출연연

에 배정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

나 출연연 내부에서 PBS를 적용받아 과제를 수주해야 하는 연구원과 기

117)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기조는 당시 정부, 국회 문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과학

기술처는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명분으로 연구개발투자의 과감한 확

대를 주장했고,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도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으므로 연구개발예산을 증가할 것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처, 『과학

기술연감 1994』(1995), 292·296쪽;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1995), 96-97쪽. 한웅용은 PBS가 도입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T/O를 기준으로 지

급되던 정부 출연금은 정부예산 증가율에 비례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증가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PBS는 연구개발사업에 기반하므로 예산을 지속해

서 증가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웅용 인터뷰, 2015. 11. 12. 출연연과 부처의

상호의존관계에 대한 연구는 David H. Guston, “Principal-Agent Theory and

the Structure of Science Policy,” Science and Public Policy 23(4) (1996), p.

238 참조.



- 76 -

관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원이 구분되어, 같은 기관에서 일하고 있음

에도 서로 연구환경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

되지는 못했다.118)

PBS의 도입취지에 따르면 출연연과 연구자는 수주한 연구사업비 규

모 내에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적 경영이 가능해지리라 기대되

었다. 그러나 연구의 자율성은 연구개발예산의 배분구조와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었다. 다양한 연구비 재원을 확보하던 해외의 연구기관과는 달

리, 출연연은 대부분의 연구과제를 정부로부터 수주하고 있어 재원이 한

정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출연연과 같은 대형 연구조직을 유지할 수 있

을 만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정부밖에 없었다. 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연에 과제를 수탁하는 경우가 제한적

이었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

려웠다. 이러한 점에서 PBS는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예산에 계속 의존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였다119)

연구과제를 부처가 주도하여 기획하므로, 출연연은 부처에 의존하지

않으면 기관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PBS가

118) 연구과제 수주실적을 개인평가에 반영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논문·특허 등 개

인의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도 강화되면서 연구의 질 보다는 양을 중시하는 변화

가 발생하게 되었다. 고영주, 앞 글, 672쪽. 보따리 장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STAR 프로젝트 등의 대형연구를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과제 대형화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1996』(1997), 115쪽; 박구선 인터

뷰, 2015. 10. 6. 이후에도 PBS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 지

원을 확대하였으나, 출연연의 고유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다.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앞 글, 24쪽. 연구자가 동시에 과도하게 많은

과제를 수행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3책 5공)”가 도입되었다. 3책 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로 상한을 설정함을 의미한다.

119) 출연연 재원의 정부 의존도는 PBS 도입 이후 점차 증가하여, 정부예산이 출연

연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59.8%에서 1999년 77.6%, 2009년 89.8%에

이르렀다. 출연연의 각 년도 예산 현황은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1997』

(1998), 131쪽;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앞 글, 114쪽 참조. 이 점에서

PBS는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예산

회계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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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에게 또 다른 관료적 통제강화수단으로 불신받고 있다는 점이 지

적되었다. 연구재원의 상당 부분을 정부예산에 의존하게 된다면, 출연연

의 전략적 자율성이 형식적으로는 높으나 실질적으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과제를 수주해야 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출연연의 경영전략도

과제수주를 위해 부처의 방침에 맞추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PBS의 원

형을 제공한 김계수도 PBS는 정부부처가 산하기관을 관리 통제하기 위

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평가하게 된 것이다.120)

PBS 시행 이후 인건비 지급에도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등,

오히려 과학기술처의 권한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이 지속해

서 확대를 요구해 온 자율운영의 폭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PBS는 이전의 제도에 비해서는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집

행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주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에게 부여된 자율

적 집행권한은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부문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인건

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관고유

사업은 PBS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

으나, 운영요령이 연구의 자율성을 해치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는 지적

도 제기되었다. 운영요령에는 사업의 검토·조정을 위해 사업별로 국·과

장급 담당조정관을 두고, 사업예산 신청 시 담당조정관의 사전검토·조정

을 반드시 거칠 것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연연이 과학기

120) PBS가 관료적 통제강화수단이라는 연구자의 불신은 “科技정책의 새인식”,

『매일경제』, 1996. 1. 15, 3면 참조. 연구기관이 정부에 재원을 의존할 경우 자

율성을 취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의

경우 대학이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어 전략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되었고, 호주의 대학도 형식적으로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

산지원규모가 감소하여 프로젝트와 평가에 기반한 펀딩에 종속되어 전략적 자율

성을 상실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Jochen Gläser and Grit Laudel, “Evaluation

Without Evaluators: The Impact of Funding Formulae on Australian

University Research,” The Changing Governance of the Sciences, pp. 127-151;
Laura Cruz-Castro and Luis Sanz Menéndez, “Research Evaluation in

Transition: Individual versus Organisational Assessment in Spain,” The
Changing Governance of the Sciences, pp. 205-223 참조. PBS는 부처가 산하기

관을 통제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김계수의 평가는 김계수·이민형,

“새로운 출연연구기관 운영관리시스템”, 『과학기술정책』 9권 1호 (1999), 64쪽

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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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처가 요구하는 연구에만 집중하는 등, 연구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PBS 도입 이후 연구환경이 악화되

었는데, 이는 PBS가 표방했던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었다.121)

PBS 도입은 단순히 기존 연구개발예산을 개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출연연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국가가 연

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출연연이 수행할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

의가 결여된 채, PBS는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서만 다

루어졌다. 출연연과 대학, 민간기업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녀야 함에

도, PBS는 다른 조건에 처한 출연연도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기관과 경

쟁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연구주체 간 역할분담 체계에 혼선을 야기했고,

PBS의 운영논리 상 출연연을 민간연구소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출연연에 대한 부처의 영향력은 PBS를 통해 증

가했다. 부처는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출연연을 통제할 수 있

게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PBS는 출연연 구조조정과 가독성 향상을

원한 경제기획원, 출연연의 변화를 원한 과학기술처를 만족시키는 제도

였다. 연구개발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을 부처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예산

회계구조가 변화하여, 출연연 연구자를 미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이 개발되었고, 결국 정부부처가 통제하는 연구개발은 PBS를 통해서 강

화되었다.

121) 부처가 출연연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지적은 “연구

실명제 가야할 길이지만…”, 『매일경제』, 1996. 7. 5, 14면 참고. PBS 도입 이후

에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연구는 이민형, “PBS

의 관련 개념과 적용조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a), 33-34쪽을 볼 것. 기관

고유사업운영요령이 부처의 개입을 명문화했다는 지적은 “<네트워크> 자율성 해

치는 독소조항”, 『전자신문』, 1996. 1.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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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회 체제의 성립과 지배구조 재편 (1997-1999)

1997년 외환위기는 국가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다.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대대적인 국가개혁이 이루어졌고, 외환위

기 직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정개혁 4대과제 중 하나로 공공부문

개혁을 선정하여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조직과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공공부문 혁신의 방침 중 하나였고, 유사업무·기능의 통폐

합 또는 민영화가 범정부적으로 검토되었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국가공무원의 10.9%를 감축할 것을 발표하는 등, 정부조직과 산하단체에

대한 정비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122)

과학기술 부문도 공공부문 개혁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 물론 대선 공

약으로 ‘과학입국’을 표방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처가 과학기

술부로 승격되는 등, 과학기술혁신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침은

유지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증대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권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그럼

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선정하였고, 출연연에도 예산·인원

감축 등 이전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123)

감사원은 1998년 2월 16일부터 5월 9일까지 49개 출연연 및 15개 기

타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출연금의 편성·집행과 조직·인력운영 등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능력이 향상되어 출연연의 연

구영역·기능과 중복·경합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어, 출연연의 비효율적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절감과 인력감축이 요구됐다. 특히 이 감

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출연연 구조개선과 경영쇄신 노력을 지원하고,

122)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정부조직 및 산하단체에 대한 인력감축안은 “공무원 1만

7천명 감축”, 『매일경제』, 1998. 2. 19, 1면 참조.

123)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는 “인수위 확정 새

정부 100대 과제”, 『경향신문』, 1998. 2. 13, 4면; “인수위 선정 차기정부 100大

국정과제”, 『동아일보』, 1998. 2. 13, 20면 참조. 국민의 정부가 과학기술을 정권

차원에서 강조했다는 평가는 함성득, “통치자의 과학기술리더십”, 『과학과 기

술』 35권 8호 (2002), 47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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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운영실태 전반에 걸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출연연의 개편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연구 비효율과 방만한 조직운영 때

문에 지속해서 구조개편이 논의되었던 출연연은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124)

4.1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과 연합이사회 제도

출연연 구조조정을 담당한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기

획예산위원회였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는 행정기관

이자 동시에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국가정책의 기획·조정을 수행하는 조

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출연연 검토자료를 이관받아 경영혁신 방

안을 수립했다. 기획예산위원회가 보기에 출연연은 이사회가 관선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주무부처의 퇴직 공무원들을 요직에 기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영진의 전략경영능력과 리더십이 부족하여 독립된 연구기관으

로서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경영체제가 갖춰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한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어렵고 인력 유동성이 저하되어 있으며,

경쟁지향적이지 않은 인사제도와 미흡한 보상체계의 구축·운영 등 종합

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연구 경쟁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다고 진단

되었다.125)

124) 감사원이 통보한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감사원, “정부출연금 예산편성·집행 및

정부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 (1998a); 감사원, 『1997 회계연도 결산검사보

고』 (1998b), 111-127쪽을 볼 것. 출연연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인력·기구의

감축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되었던 당시의 상황은 “정부 산하기관 통폐합”, 『한

겨레』, 1998. 1. 17, 2면;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졸속 — 과기처, 감축

안 하룻만에 작성지시·취합”, 『한겨레』, 1998. 1. 24, 2면을 볼 것.

125) 정부개혁백서를 비롯한 각종 발간물에서 기획예산위원회가 출연연에 대한 부정

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출연연의 실태에 대한 기획예산위

원회의 평가는 기획예산처, 『1999 정부개혁백서』 (2000), 161쪽을 볼 것. 박영

일은 기관평가가 시행된 이래로 경제기획원과 그 후신인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위

원회는 출연연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박영일 인터

뷰, 2015. 10. 16. 출연연 경영혁신에 대한 기획예산위원회 실무진의 인식은 정용

남, “과학기술계 연구회 제도의 표류 원인에 관한 연구: 결정과정 분석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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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경영혁신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예

산위원회의 출연연 경영혁신 방안을 정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이 1998년 4월 3일 시달되었다. 이 지침은 독립된 기관으로 존

치할 필요가 없거나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출연

연은 통폐합·민영화하고, 유사·중복기능을 재조정하여 기술분야별 전문화

를 촉진하는 것을 구조조정 원칙으로 제시했다. 출연연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으로는 PBS를 모든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적용하고, 예산배분의 비

효율·낭비를 제거하기 위해 과학기술관련협의체가 예산을 전략 배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기획예산위원회가 구상한 출연연 구조는 주무부

처가 기존 출연연을 그대로 관리하되, 통폐합되는 출연연은 정부출연연

구기관관리법 등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동관리하는 방식이었다.126)

정부조직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개혁위원회가 기획예산위원

장의 자문기구로 4월 16일에 설립되어, 당시 STEPI 소장이자 고려대 교

수인 김인수가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출연연 개혁안으로 연구회 제

도를 제시했는데, 유사 출연연을 그룹화한 일종의 연합체 성격의 연구회

는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제도로서 논의됐다. 김인수의 구상은 1997년 8

월 4일 STEPI가 주최한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토론

회’의 발표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토론회에서 김인수는 공공부문의 대

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목적 추구형, 산업계 수탁연구와 기술개

발을 지원하는 산업계 지원형, 미래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미래선도형으로

출연연의 유형을 구분하여 그룹화할 것을 제안했다.127)

로”, 『한국행정연구』 20권 3호 (2011), 174쪽 참조.

126) 기획예산위원회가 시달한 출연연 운영시스템 개선방침은 기획예산위원회, “정

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 (1998a), 5-7쪽을 볼 것.

127)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인수 위원장, 이계식 부위원장(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장), 강응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고영채 안진회계법인 전무, 권회섭 경

기화학 사장, 김병섭 서울대 교수, 김석준 이화여대 교수, 김우진 우진그룹 회장,

김정국 삼일회계법인 고문, 김판석 연세대 교수, 송하중 경희대 교수, 이계경 여

성신문사 사장, 이상경 현대리서치 사장, 이원평 주식회사 데코회장, 장현준 중앙

일보 논설위원, 정갑영 연세대 교수, 정문수 인하대 교수, 정정목 청주대 교수, 주

혜경 삼성SDS 이사, 황승택 전 한백학원 이사장이 임명되었다. 이 중에서 행정

개혁위원회 내 출연기관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은 강응선, 고영채, 권회섭, 송하

중, 정문수, 김석준, 김판석, 이상경이었다. 기획예산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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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는 연구회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

회, 정부부처 등을 설득하였는데, 이는 출연연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회가 필요하다는 개인의 신념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STEPI 소장 재직 당시 부처가 출연연을 통제하던 현실을

목격한 김인수는 연구회가 출연연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활동이 부처의 통

제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출연연도 객관적인 정책대안의 개

발보다는 주무부처의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

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김인수는 부처로부터 출연연이 독립되어

야 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자 공동체가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녔는데, 그의 강력한 의지는 “다소 진통이 따

르더라도 출연연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표명한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128)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구

기관 연합이사회”를 검토했기 때문에, 연구회 제도는 출연연을 통폐합

경영혁신 자료집』 (1999), 27-29쪽. 김인수가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유는 이석희,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과 연구회체제의 정립”, 『한국정책

학회보』 13권 5호 (2004), 288쪽 참조.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토론회에서 출연연을 그룹화한 발표내용은 민철구·이장재·조황희,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 『과학기술정책』 7권 9호 (1997), 47-48쪽 참조; “연구성과

상품화 지원 전문기관 설립 급하다”, 『전자신문』, 1997. 8. 5; “출연硏, 공공·미

래기술·업계지원형 등 세분화 필요”, 『전자신문』, 1997. 9. 9를 볼 것.

128) 김인수는 조직의 자율성이 불확실성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거시조직이론』 (무역경영

사, 1991), 630쪽. 그는 1998년 12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출연연에

대한 관료의 지나친 간섭으로 연구의 자율성이 저하되어 있으며, 출연연 기관장

이 주무부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정무

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공청회 (공청회자료)” (1998b), 28-29쪽. 송하중과 현재호는 김인수가 연구회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독일, 일본 등과 달리 한국에는 과

학기술자 공동체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미

약했으나, 그럼에도 김인수는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확신했다는 것이

다. 송하중 인터뷰, 2015. 10. 16; 현재호 인터뷰, 2015. 10. 30. 연구회 제도에 대

한 김인수의 의지는 언론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출연연 혁신방안”에 나

타난 문제점”, 『전자신문』, 199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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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개혁하는 방안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인수위에 따르면 연

구기관별 특성에 따라 그룹별로 구성되는 연합이사회를 통해 기능중복을

배제하고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도입 목적이었다. 행정개혁위원

회가 제안한 연합이사회는 그룹화된 출연연을 관할하는 연구회를 설립하

고, 개별 출연연의 이사회를 대체하는 통합이사회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인수위의 방안과 유사했다. 그러나 행정개혁위원회의 연합이사회는 출연

연의 개별 이사회를 폐지하고 주무부처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된다는 점에

서 인수위의 안보다 진전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129)

연구회 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연구기관을 간접 통제하는 이중구조 시

스템이다. 부처가 산하 출연연을 직접 관할하는 단일구조 시스템이 기존

지배구조였으나, 중간관리조직인 연구회가 설치될 경우 부처는 연구회를

경유하여 출연연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

러한 조직형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특히 독일의 연구조직인 막

스 플랑크 협회(Max-Planck-Gesellschaft; MPG)와 프라운호퍼 협회

(Fraunhofer-Gesellschaft; FhG)는 출연연 개혁모델로서 한국에서도 이

미 논의된 바 있었다. 일찍이 KIST가 1980년 제시했던 ‘유사기능별 연

구소군 연방화’도 프라운호퍼 협회를 모델로 하고 있었으며, 부처가 출연

연을 직접 통제하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연구회 조직을 경유하는 이중구

조는 출연연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었다.130)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행정개혁은 동 시기 일본에서도 추진되고

있었다. 하시모토 내각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독립행정법인이라는 조직

을 제시했고, 이는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 1998년

129)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출연연을 특성에 따라 기초·교육, 지원·정책, 산업기술,

원자력으로 그룹화하여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하되 경영책임을 강화하려 했다. 제

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 (1998), 272쪽;

“대덕연구단지, 출연연 통합이사회 구성에 반발”, 『전자신문』, 1998. 2. 25. 행정

개혁위원회가 “연합이사회”를 제시한 취지와 운영모델은 이준우, “정부출연(연)법

의 입법취지 및 향후 발전방향”, 인문사회연구회 (1999), 25-27쪽 참조.

130) KIST의 연방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만용, “1980년 정부출연연구기

관의 재편성”, 514-519쪽; 문만용, 『한국의 현대적 연구체제의 형성』, 305-307

쪽을 볼 것. 행정개혁위원회가 독일의 연구조직을 검토했던 근거는 기획예산위원

회, 『경영혁신 자료집』, 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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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제정)과 독립행정법인통칙법(独立行政法人通則法, 1999년 7월

16일 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국립연구기관을 법인화하여 정부의 간

섭을 최소화하고, 자립성과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며, 경영책임을 명확

하게 하는 것이 독립행정법인의 의도로, 연구기관을 주무부처로부터 독

립시키는 조치는 비단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131)

연구회 제도는 출연연의 구조조정을 의도했던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

과는 상이하였기에 처음부터 대안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당초 기획예

산위원회는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출연연도 구조조정 대상

으로 논의했는데, 모든 관계부처가 통폐합을 반대하여 비협조적이었다.

특히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반발은 극심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

과위가 과학기술처 산하 6개 출연연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기관장

들이 통폐합 중단을 요청하였을 정도였다. 공공부문 개혁의 첫 사업부터

출연연과 부처의 반발로 진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출연연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출연연 개혁을 이해당사

자의 큰 반발 없이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해지면서 연구회

제도가 고려되기 시작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출연연을 부처로부터 분리

하여 중립적인 기관에 연합이사회를 설치하는 안과, 출연연을 부처 소속

으로 하되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 안을 비교하게 되었다. 1997년 말에

출연연 전직 기관장협의회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통합이사회 구성을 건

의한 바 있었기 때문에, 연합이사회는 출연연을 무리하게 통폐합하지 않

으면서도 내부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결국

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과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은 연합이사회안

을 구조조정 없이도 출연연 개혁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정

부의 공식안으로 채택했다.132)

131)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독립행정법인은 국민 생활 및 사회

경제의 안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하지만 국가가 주체가 되어 직접 실

시할 필요가 없는 분야 중에서, 민간에 위임했을 경우 실시되지 않거나 혹은 특

정 주체가 독점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을 뜻한

다. 2001년에 경제산업성 산하의 15개 연구소가 통합재편되어 산업기술총합연구

소(AIST)로, 2003년에는 문부과학성 산하 이화학연구소(RIKEN)가 독립행정법인

화되었다.

132) 출연연 구조조정 논의에 대한 관계부처와 기관장의 반발은 “대통령직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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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개혁방안을 구체화한 기획예산위원회는 4월 20일 공청회에서

세부안을 발표했다. 송하중 경희대 교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경

영혁신방안’에서 출연연이 민간연구소와 연구영역 및 기능이 중복되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출연연에 편중된 경향

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출연연 운영이 경직되어 있어 변화하는 환경

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연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주무부처가 예산 등 주요 의사결정사항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출연연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출연연의 기능 재정립은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내에서 출연연의 역할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출연연은 산업계와의 중복연구를 지양하고 공공목적의 연구,

산업체를 선도할 미래원천·복합·대형기술의 연구에 특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발전방안 모색의 경우에도 출연연의 축소·통폐합

보다는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시

되었다.133)

송하중은 출연연의 경영을 혁신하고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구조개

혁 3개 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현행체제 유지 및 운영시스템 개선, 제2

안은 연구기능분야별로 재편하여 특성별로 구분된 그룹에 연합이사회를

설치, 제3안은 출연연의 연구목적과 기능에 따라 민영화·국공립연구소화

하거나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분야는 연합이사회를 두어 출연기관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혁안은 기획예산위원회가 시달했던 지침과는 상이했

는데, 지침에서는 출연연이 부처에 소속된 상태에서 통폐합 등의 구조조

정을 제시한 반면, 공청회 안은 출연연의 축소·통폐합을 지양하는 한편

출연연 업무보고 받아”, 『전자신문』, 1998. 1. 13; “정부출연硏 통폐합 해당부처

반발로 진통”, 『동아일보』, 1998. 4. 15, 6면; “정부 연구기관 통폐합 ‘진통’”,

『한겨레』, 1998. 4. 15, 9면을 볼 것. 출연연 전직 기관장협의회가 건의한 통합

이사회 운영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 이사회’ 운영”, 『동아일보』, 1998. 3.

10, 7면 참조. 기획예산위원회가 연합이사회를 공식안으로 채택하게 되는 과정은

정용남, “과학기술계 연구회 제도의 표류”, 174-175쪽을 볼 것. 송하중에 따르면

김인수가 진념에게 연구회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노력이 연합이사

회안 채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송하중 인터뷰, 2015. 10. 16.

133) 송하중의 과학기술계 출연연 혁신방안은 기획예산위원회·행정개혁위원회, “정

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 (공청회자료)” (1998a), 13-24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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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합이사회를 출연연 운영모델로 제

시한 것이다.134)

출연연은 연합이사회안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설령 출연연 구조조정

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연합이사회안을 경쟁을 통한 고사전략으로서 채

택된 차선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출연연 전직 기관장협의

회가 통합이사회를 건의한 바 있었지만 대덕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는 통

합이사회가 거론될 때부터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기획예산위원회가

시달한 지침을 기반으로 출연연 구조조정이 논의되던 당시에는 경상비

삭감, 연봉제·계약제 도입, 정년 단축 등을 도입할 것이 요구되고 있었

다.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방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출연연으로서는

연합이사회라는 새로운 제도를 출연연 조직을 구조조정하는 정부의 전략

중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과학기술부도 연구회 구조가 논의될 때부터 부

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개편안 자체를 적극적으

로 반대했다.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하는 연합이사회는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 전문화에 배치되고 옥상옥 구조이며, 출연연의 자율경영혁신방안

을 마련해도 출연연을 개혁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명분이었다. 강

창희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부에서 출연연을 떼어내면 부처가 껍데

기만 남게 된다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계식 기획예산위 정부개혁실장에

게 항의했다. 정보통신부도 ETRI 이관에 부정적이었으나, 범정부적 차원

의 공공부문 개혁으로서 연구회가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반대할

수는 없었다.135)

134) 송하중이 공청회에서 거론한 출연연 구조개혁안에는 출연연 개혁모델로 채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었다. 송하중 인터뷰, 2015. 10. 16.

135) 연합이사회안을 경쟁을 통한 고사전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황은 김병섭·

김근세·김상헌·김영한·백승빈,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체제 평가 및 제도개선 방

안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 (2000), 55쪽. 기관장협의회는 통합이사회안을 재고

할 것을 요청하는 “이공계 정부출연연의 발전방향”이라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관

계부처에 전달했다. “대덕연구단지, 출연연 통합이사회 구성에 반발”, 『전자신

문』, 1998. 2. 25.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감사원이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을 4개

대그룹으로 분류해 감사를 진행하자, 출연연에서는 이를 구조조정 및 기관 통폐

합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인식하였다. “대덕단지 출연연, 감사 실시로 초긴장”,

『전자신문』, 1998. 2. 26. 연합이사회안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반발은 ““출연연

혁신방안”에 나타난 문제점”, 『전자신문』, 1998. 5. 1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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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출연연과 과학기술부가 연합이사회를 반대하는 근거가 상이

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출연연이 연합이사회를 반대했던 것은 이

를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의 수단으로 인식했던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연합이사회라는 신규 조직이 또 다른 상위기구로

출현하는 현상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과학기술부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였던 연합이사회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강

창희 과학기술부 장관이 1998년 3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이사회 등

을 통해 출연연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것에서도 드

러난다. 그런데도 과학기술부가 연합이사회를 반대한 것은 4월 20일의

공청회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간섭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이었다. 과학

기술부가 검토한 통합이사회는 단순히 산하 출연연을 유사기능을 중심으

로 그룹화하는 방안이었던 반면, 행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연합이사회는

출연연을 범정부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출연연 소관문제가 발생할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연구회 구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부처는

일관되게 통합이사회·연합이사회를 거부하고, 연구회 제도를 폐지하려고

계속 시도했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과학기술 관계부처들은 연구회를

부처 산하에 편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연합이사회에 대한 당시의 반대근

거는 모순이다. 결국 연합이사회의 주요 쟁점은 주무부처 문제였기 때문

에 과학기술부가 반발했던 것이다.136)

센 ‘개혁 역풍’”, 『한겨레』, 1998. 5. 14, 9면 참조. ETRI 이관에 대해 정보통신

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직접 반대하지는 않았다. 이는 과거 ETRI가 과

학기술처 산하에 있을 때도 실질적으로 기관을 지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기

도 했다. 정용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둘러싼 부처-출연연구기관 관계에 관한

연구”, 405쪽 참조.

136) 연합이사회라는 새로운 상위기구에 대한 출연연의 부정적 견해는 ‘옥상옥’, ‘태

상왕’이라는 표현에서도 발견된다. “[과기전망대]”, 『전자신문』, 1998. 3. 20. 과

학기술부가 통합이사회를 검토했던 사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 이사회’ 운

영”, 『동아일보』, 1998. 3. 10, 7면; ““원전폐기물 관리 과기부서 맡아야””, 『매

일경제』, 1998. 3. 11, 14면 참조. 박구선도 과학기술부가 연구회 제도 자체를 반

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출연연을 통합하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부처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이를 부처로부터 떼어놓는 것에 반대했던 것

이다. 박구선 인터뷰, 2015. 10. 6. 강창희는 연구회를 도입하여 출연연을 부처로

부터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출연연 구조조정이 확대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고 진술했다.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92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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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이사회 제도가 논의되는 가운데 각 부처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

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과학기술부는 출연연 경영혁신단을 구성

하여 강도 높은 개편작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출연연에 대해서는 과학기

술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려는 의도였다. 경영혁신단은 출연

연 기관 및 기능 통합, 출연연의 전문성 제고, 인력감축 등의 출연연 경

영혁신계획을 기획예산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이후에도 국방부 등 몇몇

부처의 이의제기로 일부 출연연이 부처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이 전해지자,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연구소의 이관을 반대하는 논리를 개

발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에 제시했다. 산업자원부도 기

획예산위원회의 출연연 개편계획이 발표되자 부처 차원에서 자체적인 출

연연 개편안을 제시했다. 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전기연구

소, 기계연, 화학연,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에너지기

술연구소를 산업자원부 산하의 생기원과 통합하여 산업자원부 산하로 산

업기술연구원을 설립하는 계획을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산업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산업자원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

을 반영한 것이었다.137)

제2호” (1998a), 11쪽. 연구회 제도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반대의견은 과학기술부

출신 관료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된다. 권오갑은 출연연을 부처로부터 독립시키려

는 김인수의 아이디어가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출연연은 부처를 통해 연구

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출연연이 부처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된다는 것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권오갑이 보기에는 출연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바람직했다. 권오갑 인터뷰,

2015. 10. 6. 당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정책총괄과장이었던 이만기도 연구

회 제도는 한국과 독일의 토양이 다른데 나무만 옮겨 심은 것이며, 사회시스템이

나 역사적인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독일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맞지 않는

다고 평가했다. 세종대학교 기술혁신연구소, “국내외 최신 과학기술 동향분석을

통한 정책개발 연구(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5), 81쪽. 김성수는 정부조직

개편기에 과학기술분야 집행부처가 연구회를 자기 부처 산하에 편입하려고 시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는 결국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김성수,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진화와 역행”, 『한국사회와 행정연

구』 24권 2호 (2013), 515쪽.

137) 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출연연 경영혁신계획은 “과기부, 정부출연硏 경영혁신단

구성”, 『전자신문』, 1998. 4. 10; “과기부, 출연연 기관장공모제 다음달 부터 적

용”, 『전자신문』, 1998. 4. 14; “출연연, 경영혁신방안 마련”, 『전자신문』,

1998. 4. 16; 과학기술부, “주요업무보고 — 제192회 임시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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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개편작업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고 부처들이 시도하는

가운데, 5월 8일 개최된 2차 공청회에서 행정개혁위원회 출연기관분과위

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시안을 발표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주무부처의 간섭을 배제하고 출연연의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하고자 개별

설립법을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 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해서 연합

이사회를 별도로 두며, 통폐합을 지양하고 유사중복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차 공청회에서는 출연연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 없이 운영시스템과 관리방식의 개선만 논의되었는데, 1차 공청회에

서 인위적인 통폐합은 타당하지 않다고 합의됐기 때문이었다.138)

2차 공청회에서 대두한 쟁점은 출연연의 주무부처 문제였다. 경영혁신

시안에 따르면 출연연 경영혁신의 핵심은 부처와 출연연의 관계를 합리

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으로, 국가혁신체제라는 틀 속에서 출연연의 위치

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출연연 경영혁신의 기본원칙으로서 출

연연의 전문성·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로부터의 과

도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

다고 지적되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출연연의 연구를 조정할 연합이사회

를 설치하는 대신 개별 연구원에는 별도의 이사회를 두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출연연 운영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며, 예산도 국무총리실과 같은 중립적인 기관

에 계상하여 소관부처 구분 없이 출연연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출연연을 부처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연합이사회 제도

의 핵심이었던 것이며, 여기에는 행정개혁위원회와 김인수의 아이디어가

원회” (1998b), 9쪽 참조. 1998년 5월 초까지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출연연 분류안

에 국방부 산하 출연연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방부 장관이 진념 기획예산위원

장 등을 직접 설득하여 5월 13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경영혁신방안에는 제외되었

고, 과학기술부와 원자력 관련 출연연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연구회에 편입되

지 않으려 시도하여 결국 제외되었다. 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소 이관 반대논리

및 산업자원부의 출연연 개편안은 정용남, “공공연구기관 관리체제 개편과 정책

네트워크”,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6), 24-25·34-35쪽 참조.

138) 행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출연연 경영혁신시안은 기획예산위원회·행정개혁위원

회,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제2차 공청회 (공청회자료)” (1998b)를

볼 것. 인위적인 출연연 통폐합이 타당하지 않다고 1차 공청회에서 합의되었다는

내용은 기획예산위원회, 『경영혁신 자료집』, 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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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139)

공청회 토론자들은 출연연 개혁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였으나, 연

합이사회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대의견도 제기되었다. 가령 어윤대 고

려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연합이사회는 사회주의 국가적 중앙집권적 발

상이라고 비판하며, 출연연은 주무부처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당연하

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에 비해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출연연 경영혁신, 구조조정이 외형보다

는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결

여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연합이사회와 국과위가

설립된 이후에도 과학기술부가 계속 출연연을 간섭할 상황이 우려스럽다

는 견해를 보였다.140)

기획예산위원회는 출연연 개혁방안으로 연합이사회를 채택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방안’을 5월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무회의

에 보고된 경영혁신방안에는 출연연 경영혁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

되었던 출연연 간 유사·중복기능의 조정,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 차원에

서 경상비의 20% 삭감, 정부예산지원 방식의 개선, 출연연과 주무부처의

소속관계 해소, 비상설 연합이사회를 소규모로 운영, 민간경영 개념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기획예산위원회는 기존 개별 출연연 설립법을 모

139) 출연연 경영혁신의 핵심내용으로 주무부처 문제를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 연합

이사회를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위원회·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공청

회”, 10-12쪽 참조.

140) 2차 공청회의 토론내용은 기획예산위원회, 『경영혁신 자료집』, 107-116쪽; 이

석희, 앞 글, 290쪽을 볼 것. 토론결과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연합

이사회안을 반대하는 진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토론자였던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원칙적으로는 연구회 제도를 찬성했

다고 말한다. 당시 토론에서 밝힌 연합이사회안에 대한 우려는 연구 자율성이 보

장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부처에 출연연이 종속되지 않

는다는 원칙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이성우 인터뷰, 2015. 8. 18. 고영주도 노동조

합이 연구회 제도를 원했으나, 예산편성·조정 등의 권한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

에 불완전한 조직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고영주 인터뷰, 2015. 8. 28. 노동조

합의 연합이사회에 대한 의견은 1998년 5월 13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출연연 경

영혁신방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은 연합이사회 운영 취지에 찬동하

나 이사진 구성에 정부영향을 배제하고, 출연금 예산은 중립적 기구에 계상할 것

을 요구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기획예산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

(1998b),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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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폐지하고 통합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

는 계획을 보고했다.141)

비록 기획예산위원회가 연구회 구조를 채택했으나 김인수와 행정개혁

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각 출연연의 설립법은 폐

지하지만 법인격은 인정했다는 점에서 행정개혁위원회의 의도는 완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원래 행정개혁위원회는 개별 출연연의 법인격을 없애

고 연구회 부설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인수가 보기에 출

연연의 문제는 개별 기관마다 독립적인 이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비

롯된 것이기도 했다. 각 출연연의 이사회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이 아니

라 개별 기관의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자기 기관의 사업영역을 무작정 확

장하여 불필요하게 비대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업

무중복이 발생하여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분석이었다. 또한 개별 이사

회는 아무리 대외적인 여건이 변화해도 일단 만들어진 조직을 없애지 않

기 때문에, 연구영역의 신축적인 적응이 부족했다. 출연연의 법인격을 모

두 부인하는 것은 연구기관을 연구회 산하로 센터화하여 유연한 조직구

조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5월 17일 구성된 기획예산

위원회 출연연 경영혁신 실무단의 법령화 작업 중 법인격 부인에 따른

우려 사항이 제기되어 기획예산위원회는 개별 출연연의 법인격을 인정하

는 것으로 안을 확정했다. 연구조직의 단일법인화 자체는 법리상 문제가

없으나 거대 단일노조와의 단체협약문제, 개별 출연연 간 임금체계 조정

등이 문제점으로 식별되었으며, 특히 거대노조가 성립하여 출연연 운영

의 파행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었다.142)

국무회의에 보고된 경영혁신 방안의 특이사항은 과학기술계 연합이사

회를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국과위 소속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는 과학기

141) 국무회의에 보고된 기획예산위원회의 출연연 경영혁신 방안은 기획예산위원회,

“경영혁신방안”, 1-23쪽을 볼 것.

142) 김인수가 진단한 개별 출연연 이사회의 문제점은 국회정무위원회, “공청회자

료”, 30쪽을 볼 것. 출연연 경영혁신 실무단이 연구회로 출연연을 통합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식별한 사항은 이준우, 앞 글, 16-17쪽; 이석희, 앞 글,

291-292쪽; 정용남, “과학기술계 연구회 제도의 표류”, 199쪽 참조. 출연연의 법인

격을 부인하고 연구회 부설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특히 출연연 기관장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박영일 인터뷰, 2015. 10. 16.



- 92 -

술부가 출연연의 주무부처를 없애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

었다. 과학기술계 연합이사회를 국과위 소속으로 하는 것은 연합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과학기술부가 사무국을 담당하는 국과위가 이를

관할하는 타협안이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연합이사회 제도는 주무부

처의 소속관계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음에도, 과학기술부가 계속

간섭·통제를 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게 되었다.143)

연합이사회의 이사 구성도 행정개혁위원회의 의견이 전적으로 받아들

여지지는 않았다. 2차 공청회와 국무회의 보고안은 학계, 연구계, 시민단

체 및 수요자를 대표하는 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이사회를 구

성하고, 정부 측 당연직 이사는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출연연 경영혁신 실무단은 연합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관련 부

처 차관급을, 위촉직 이사는 국무조정실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

하지만 과학기술분야는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여, 사실

상 국무회의 보고안과 상반된 방향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이는 부처

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으로 실무기획단이 구성되면서 이해관계가 반영되

었기 때문으로, 각 부처가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려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다.144)

연합이사회 제도가 출연연을 개혁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직접적인 계

기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집권한 ‘국민의 정부’의 국정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개혁 기조가 제공했다. 하지만 연합이사회를 통해 표면

위로 부상한 연구회 구조는 KIST가 1980년에 출연연 개편방안으로서

143) 과학기술계 연합이사회를 국과위 소속으로 한다는 국무회의 보고안은 기획예산

위원회, “경영혁신방안”, 13쪽 참조. 과학기술부가 국과위를 통해 출연연을 간섭·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출연연구기관 개혁 뒷걸음”, 『한겨레』,

1998. 5. 14, 2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드센 ‘개혁 역풍’”, 『한겨레』, 1998. 5. 14,

9면을 볼 것. 출연연의 독립성을 주장했던 출연연의 실망스러운 반응은 “[과기전

망대]”, 『전자신문』, 1998. 5. 15; “출연연 “연합이사회” 도입에 반발”, 『전자신

문』, 1998. 5. 16 참조.

144) 정부 측 당연직 이사를 최대한 배제하려는 연합이사회 구성안은 기획예산위원

회·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공청회”, 10쪽; 기획예산위원회, “경영혁신방안”, 13쪽

을 볼 것.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이 설계한 연합이사

회 구성안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이준우, 앞 글, 14쪽; 정용남, “과학기술계 연구회

제도의 표류”, 182-184쪽 참조.



- 93 -

제시한 유사기능별 연구소군 연방화를 비롯하여 이미 오랫동안 출연연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모델로 논의되어 왔다. 출연연 경영혁신을 실

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합이사회가 채택된 것은 연구회에 대

한 축적된 논의가 김인수라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정책적으로 반영되었

기 때문이었다. 비록 외환위기가 출연연 경영혁신이라는 상황을 촉발했

지만,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논의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

진되던 구조조정·통폐합·민영화와는 별개로 이루어졌다. 연합이사회에

대한 쟁점은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는

출연연을 둘러싼 각 부처의 상이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4.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회 관할권 문제

출연연 개혁안의 타협지점으로서 과학기술계 연구회를 국과위 소속으

로 하는 것은 과학기술부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국과위 설치

는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과학기술정

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국과위는 대통

령이 위원장이었는데, 이는 외환위기라는 국난 타개를 위해서 대통령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국과위가 추진된 배경에

는 기존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의 영향력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정책조정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해묵은 숙제가 존재했다.145)

1996년에 설치되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과학기술장관회의는 종과심의 조정결과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

지 않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1998년 말까

지 회의 개최실적이 5회에 불과하여 종합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

145) 국과위는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모델 등을 참고했는데, NSTC는

1988년까지는 차관급 위원회였으나 1993년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기구로

개편되었다. 1998년 5월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NSTC와 일본·독일의 종합조정기구를 비교하였다. “李達煥 과기연 단장 科技委

설치 공청회 주제 발표”, 『서울신문』, 1998. 5. 14, 10면; 황용수·김갑수, “과학

기술정책 조정기구 운영체제 확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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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조정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아 실효성이 여전히 미흡하다

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과학기술 관계부처는 애초에 특별법과 과학

기술장관회의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 당시 각 부처는 자율적

으로 추진하던 기존 정책들을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일일이 심의받아

부처의 재량권이 축소되는 결과를 원치 않았다. 이에 부처의 관할권에

영향을 주는 문구를 수정·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사업 조정 및 예산심의기능은 과학기술장관회의의 권한과 관련

한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부처의 반발로 과학기술장관회의는 재정경제

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예산부처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종합조정

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던 설립 의도를 달성하지 못했다.146)

과학기술처가 정부직제 상 서열이 상대적으로 낮아 종합조정과정에서

권위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 문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

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승격되면서 독자적 법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받아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 ‘처’는 참모조직으로서 타 부처와

높은 상호관련성을 지니며 정책과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

면, ‘부’는 계선조직으로서 독자적인 정책목표와 대상을 지니고 고유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계선조직은 명령·집행기능을, 참모조직은 기획·

자문기능을 수행하므로 과학기술부는 독자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종합조정을 위해 구속력을 갖춘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과학기술부가 ‘부’로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을 분명히 하게 되어, 타 부처와의 갈등관계가 증폭되

는 현상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거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심판’ 역할이 강조되었던 반면,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선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이

었다. 과학기술부는 계선조직으로서 타 부처와 동등하게 과학기술 관련

고유사업을 집행하는 동시에, 참모조직으로서 각 부처의 과학기술정책과

146) 과학기술장관회의의 문제점은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8), 6-7쪽 참조. 과학기술장관회의에

대한 부처의 부정적인 반응은 박정택, “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5), 124-125

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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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을 종합조정하게 되었다. 이는 과학기술부가 연구개발사업

의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의 중립성에 대한

타 부처의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147)

국과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처 간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갈

등을 중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기구로 인식되었다. 과거 종과

심은 국무총리가, 과학기술장관회의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위원장이었지

만, 국과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부처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이슈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갖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

다. 또한 과학기술부는 소관 출연연을 연합이사회로 이관할 경우 부처의

위상약화와 함께 존립 문제가 발생하므로, 부처의 생존 차원에서 국과위

사무국을 맡아 과학기술 정책 및 기획과 관련된 종합조정 역할을 강화하

려고 했다.148)

국과위 설치는 대선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부처의 반대의견이 허용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국과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예산을 사전조정하

는 기능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예산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많은 부처가 반대했다. 이는 국과위를 운영하는 사무국을 과학기술부가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국과위의 간사위원이자 운영위

원회의 위원장이고, 과학기술부 차관은 운영위원회 위원 겸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맡으며, 과학기술부 국장급은 전문위원회 위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국을 담당하게 되었다. 정보통신부, 산업자원

부는 국과위 간사위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것

은 업무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부처

는 과학기술부의 권한 강화를 견제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149)

147) 과학기술부의 정책구속력 부족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부, “국가과

학기술위원회 설치에 관한 공청회(공청회자료)” (1998a), 4쪽을 볼 것. 계선조직과

참모조직의 차이점은 정용덕, 앞 글, 70쪽 참조.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승격

되면서 발생하는 조직위상의 변화와, 과학기술부에게 제기된 ‘선수·심판론’은 김

용훈·윤지웅, 앞 글, 189쪽; 김성수, “한국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조정과 통합: 체

제이론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9권 2호

(2000), 218쪽 참조.

148) 과학기술부가 국과위의 역할을 강화하려 한 배경은 정용남, “R&D 관리기관의

조직변동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03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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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가 출연연의 예산을 사전심의하는 권한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

기됐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국과위에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다단

계 예산심의가 되어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을 저해하고 사실상 과학기

술부가 출연연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청

은 연구개발예산 투자규모는 국가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국과위에서 예산을 사전심의·의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재정경제부도 국과위가 각 부처의 개별 사업예산을 심

의·조정하는 것은 국과위의 본래 기능과 부합하지 않으며, 조정결과의

예산반영 의무화는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부도 국과위의 예산심의기능은 기획예산위원회의 조정기능과 중

복되어 정부기능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취했다.150)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하 KISTEP)이 국가연

구개발사업을 조사·분석·평가(조분평)하고 연구기획·평가·관리기능을 수

행하는 것도 각 부처가 반대했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는 평가의 공정

성을 문제 삼아 KISTEP을 국과위의 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했다. 동급 부처인 과학기술부의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일괄 평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과학기술부

가 선수와 심판 역할을 겸하면서 연구회와 출연연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반대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기획예산위원

회와 행정개혁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독립법인화를 지원했고, 그 여파로 한국

산업기술평가원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독립법인화되었다.151)

149) 과학기술부의 국과위 사무국 담당에 대한 타 부처의 반대내용은 박정택, 앞 글,

175쪽 참조. 박구선은 과학기술부가 국과위 사무국을 담당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

가 없다고 보았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과 이후 제정되는 「과학기술

기본법」은 과학기술부의 소관이고,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분야의 간사부처이기

때문에 사무국을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것이 행정체계 상으로 당연하다는 것이

다. 과학기술부가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는 타 부처도 동의할 수 있는 사

안이나, 과학기술부가 독자적인 연구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선수·심판론

을 명분으로 반대한 것이라는 것이 박구선의 평가다. 타 부처는 선수·심판론을

의도적으로 제기하면서 ‘파이’를 늘리는 전략을 썼다는 것이다. 박구선 인터뷰,

2015. 10. 6.

150) 국과위의 연구개발예산 사전심의에 대한 반대의견은 같은 글, 1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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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갈등은 국과위 설립에 따른 권한과 운영에 대한 각 부처의 이

해관계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과학기술부는 국과위가 과학기술정책의 종

합조정기구이자 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

술분야의 간사부처인 과학기술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반면 타 부처는 국과위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부의 의견에 반대했는데, 이는 국과위

에서 과학기술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과학기술분야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각 부처의 의견이 대립하고 갈등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대립의 연장선상에서 출연연과 연합이사회에 대한 관할권 문

제도 제기되었다. 과학기술부는 출연연 경영혁신과 「과학기술혁신을 위

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국과위 소속으로 하

고, 국과위가 운영·평가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

러나 타 부처는 과학기술계 연합이사회를 국과위 소속으로 하는 것에 반

대했는데, 국과위는 행정관청이 아니라 비상설기구이므로 출연연의 감독

관청이 될 수 없으며 출연연의 독립성 제고와도 상반된다고 지적하였다.

과학기술계 연합이사회를 국과위 소속에 두는 것은 곧 과학기술부가 출

연연을 지배함을 의미했기 때문에 쟁점이 형성되었고, 이는 본질적으로

출연연에 대한 관할권 및 소관부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152)

1998년 7월 10일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결국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과

학기술계 연합이사회를 국과위 소속으로 설치한다는 문구는 사라졌다.

하지만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국무총리임에도 예산요구기

151) 1999년 1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개

정되어 생기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와 ETRI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이 한

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독립법인화되었다. 연구관리전문기관

이 독립법인화되는 배경은 정용남, “R&D 관리기관의 조직변동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02쪽 참조.

152)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국과위 소속으로 한다는 과학기술부의 계획은 과학기술

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보도자료)”, 1998. 6. 1을 볼 것. 당

시 재정경제부,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 정통부, 국방부 등이 반대의견을 표명했

다. 박정택, 앞 글, 181-1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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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국과위와 “협의”해야 하고, 연구회를 평가하여 예산청에 결과를 통

보하는 주체도 국과위였다는 점에서 과학기술부의 권한은 상당히 인정되

었다. 이에 대해 출연연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법안이 출연연의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출연연의 자율성 보장보다 오히려 지배와 통제를

법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법안이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을 배제한 채 예산관리·편성을 국무총리실

에서 직접 통제하도록 규정하여, 출연연 운영의 핵심 요건인 인사·예산

권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5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지만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반대로 법안 발의까지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법안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안이므로 각 부처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고,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구조조정안과 법안의 동의도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장관들이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부처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인사권이 제한되는 법안을 선호

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출연연

개혁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법안을 반드시 상정·통과시킬 것을 지시하여

결국 11월 14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입

법예고안에 비해 국과위의 권한이 약화되어 있었다. 입법예고안은 과학

기술계 3개 연구회가 예산요구기준을 국과위와 “협의”하도록 명시했으

나, 국회 제출안에서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 문구가 변경되었다. 과학기

술계 연구회의 감독관청인 국무총리실이 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함에 있어서도 국과위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

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통과시키기 위하여 타 부

처의 반대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었던 것이다.154)

153) 입법예고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기획

예산위원회, “출연연구기관법 입법예고(보도자료)”, 1998. 7. 10 참조. 연합이사회

의 소관문제로 부처가 다투는 상황에서 출연연은 부처의 통제문제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출연연의 비판은 ““출연연 관리기본법” 철회 요

구”, 『전자신문』, 1998. 7. 10; “<웨이브> 출연연 구조조정”, 『전자신문』,

1998. 7.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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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강응선 매일경제 수석논설위원은 국무총리실이 연구

회의 감독기관이 될 경우, 출연연의 입장에서는 연구회와의 이중 감독관

계가 형성될 것을 우려했다.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통상 전문위원은 재원

배분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가 핵심주제인데, 과거에는 출연연이 주무

부처와 예산실에만 로비하면 되었으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건비·경상

비·기본연구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연합이사회·기획예산위원회·예산

청에, 정책연구비는 개별 부처·연합이사회에 로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다고 지적했다.155)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수정이 요구되었다. 국무총리

가 3개 연구회와 소속 출연연의 사업·예산을 감독함에 있어 국과위의 의

견을 듣도록 한 것은 종전의 감독기관이던 과학기술부의 기득권을 인정

한 것으로 이해되며, 국과위가 3개 연구회를 평가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

므로 연구회 평가를 통해 개별 출연연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정부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또는

국과위가 연구회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청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

는데, 이는 국무총리와의 이중감독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연

구회의 평가 및 예산청장에 대한 통보는 감독관청인 국무총리가 통합하

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되었다.156)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청회에서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연구회 평가결

과는 국무총리가 “종합”하여 예산청장에게 통보하고, 국무총리가 연구회

를 평가할 때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평가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법안이

수정되었다. 법안의 핵심인 연구회의 실체를 분명히 하고 연구회의 역할

154) 국무회의에서의 법안에 대한 부처의 반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구조조정법 장

관들 반대로 閣議통과 보류”, 『매일경제』, 1998. 10. 28, 6면; “정부출연연 개혁

안 유보… 국무회의, 장관들 반대로”, 『중앙일보』, 1998. 10. 28, 1면 참조.

155) 법안에 대한 강응선, 김정수의 문제제기는 국회정무위원회, “공청회자료”,

17-27쪽을 볼 것.

156) 국회정무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심

사보고서” (1998a), 16-17쪽;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98회 국회 제8차 정무위원

회 회의록” (1998),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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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능·조직 등을 강화하자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많

은 상임이사와 사무국 기능 강화는 옥상옥의 연구회가 될 수 있고 연구

기관의 자율성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해 원안대로 반영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1998년 12

월 28일 정무위원회에서, 1999년 1월 5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 법을 통해 개별법 또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출연연은 설립근거가 전

환되었으며, 이 법에 의하지 않으면 출연연이 신설될 수 없게 되었다.157)

연합이사회의 구성과 국과위의 관할 문제로 부처가 기득권 다툼을 벌

였으나, 그 과정에서 출연연의 의견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기획예산위원

회가 발표한 연합이사회별 그룹 구성안에 반발하며 출연연의 연합이사회

소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연구회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급

하겠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연구비 축소를 우려한 반응이었

다. 연구회가 설치되면 출연연의 조직형태와 지배구조가 변화함에도 불

구하고 실질적인 논의는 관료가 주도하였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

공공관리 행정시스템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더욱 확산되었지만, 출연연

경영혁신 같은 공공부문 개혁과제조차 여전히 관료가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결국 출연연은 연구기관의 바람직한 조직형태나 부처와의 관계

설정, 지배구조 등에 대한 자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출연연에게

경영혁신 논의 및 연합이사회 설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기관의 구

조조정과 통폐합을 저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연구회에 편입되어 최대

한 많은 연구비를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이었다.158)

관료가 논의를 주도하는 동안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한 집단은 노동조합이었다. 노동조합은 정년 단축, 계약제·연

봉제 도입, 인원 감축 등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출연연 구

157)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출연연법, 정부 원안 통과 유력”, 『전자신문』,

1998. 12. 28 참조.

158) 출연연의 연합이사회 소속변경요구와 그 이유는 “출연연, 연합이사회 그룹화

반발”, 『전자신문』, 1998. 5. 25 참조. 단적인 사례로 KIST는 과학기술부와의

관계악화를 우려하여 산업기술연구회가 아니라 기초기술연구회에 편입하기를 원

했다. 이를 위해 KIST는 연구회와 소속 출연연의 편성을 기획하는 행정개혁위원

회 위원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정용남, “정책네트워크”,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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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과 다를 바 없다며 반대했다. 과학기술부는 출연연의 인건비와 경

상비를 20% 일괄삭감했는데, 노동조합 측은 인건비 삭감은 출연연의 구

조조정으로 연결되며 고용이 불안정해져 우수한 인력들이 스스로 출연연

을 탈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연구회와 국과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은

찬성 입장이었으나, 연구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연연이 부처에 종

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속해서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활

동에는 한계도 존재했다. 고영주는 외환위기 당시 노동조합이 제대로 대

응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IMF라는 위기가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노동조합이 이해한 정도가 다소 낮았고, 출연연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 등 연구자가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연구회 제도를 설계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은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159)

4.3 정부부처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 확립

연구회와 국과위의 설치는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었음

을 의미했다. 출연연을 지도·관리하는 조직인 연구회가 연구기획과 평가,

기능조정 등을 시행하고, 연합이사회를 통해 소관 출연연의 예산·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연구회가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부처로부터 독립하고, 개별 이사회를 폐지하는 대신 연합이사회가 출연

159) 정부의 출연연 구조조정안과 그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는 “科技部 산하 20개 연

구소 내년 인건비 20% 삭감”, 『서울신문』, 1998. 6. 15, 24면; “과기硏개혁 출발

부터 삐끗”, 『매일경제』, 1998. 10. 1, 2면 참조. 고영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반대행동을 전개하기 어

려웠던 점도 아쉬움으로 제시했다. 고영주 인터뷰, 2015. 8. 28. 장순식은 외환위

기 이후 공공부문을 개혁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혁조치를 반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진술했다. 그가 과학기술기본

법 제정과정에 참여했을 당시 연구회 제도에 대한 내용도 검토했는데, 이를 공개

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찾기는 힘들었다고 말한다. 연구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

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견이 존재했던 것이다. 장순식은 당시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 확보 등의 원칙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장순식 인터뷰, 201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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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지배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연

구회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출연연에 대한 실권이 부재했다. 연합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부처의 관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구회에 대한

부처의 영향력이 과다하여 자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다. 당초 기획예

산위원회는 정부 측 이사를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만으로 연합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했고, 초안에는 당연직 이사가 2명만 반영되어 있

었으나,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5명으로 증가하고 말았다. 결국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연구회는 논의과정에서 부처의 이해관

계가 반영된 결과, 정부의 당연직 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된 것이다.160)

부처가 자신의 권한을 연구회로 이양할 것을 거부하여, 연구회는 출범

당시부터 출연연을 관리할 권한이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을 편성·

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 출연금이 출연금(경상비, 기본연구

비)과 정책연구비(연구개발비)로 구분되어, 전자는 국무총리실에 후자는

관련 부처에 계상했으나 예산획득경로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책

연구비는 각 부처가, 기본연구비는 예산실에서 배정했기 때문에 연구회

는 단순히 예산을 전달하는 통로로 간주되었다. 예산편성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은 기획예산처가 지니고 있었고, 연구회는 각 부처의 예산안을 종

합하여 통과시켜주는 소극적 역할밖에 기능할 수 없었다. 출연연에 연구

회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분과 지배구조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했던 것이다.161)

160) 연합이사회에서 정부 측 당연직 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과정은 정용

남, “과학기술계 연구회 제도의 표류”, 182-184쪽을 볼 것. 당초 김인수는 5명의

당연직 이사를 두더라도 이사장이 상근직이므로 부처의 입김을 최소화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보았다. 국회정무위원회, “공청회자료”, 34-35쪽. 2001년 국회 정무위

원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의 실제 이사회 출석

률이 15%에 불과하고 대리참석률은 60%, 불참률은 25%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부겸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 측 이사의 대리

출석이 빈번하고, 대리인사들이 경영협의회에 참석해서 정부지침을 전달하는 사

례를 지적했다. 대한민국국회사무처, “2001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

(2001a), 16쪽; 대한민국국회사무처, “2001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

(2001b), 35·54쪽 참조.

161) 연구회는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예산심의·조정과는 달리, 부처가 제

출한 예산안이 국무총리실이 통보한 예산요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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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출연연의 연구개발활동을 조정·관리할 업무역량도 결여되어

있었다. 공공부문이 구조조정되는 상황에서 큰 규모의 조직 설립이 불가

능하여, 소규모 비상설 조직으로 출범한 연구회의 실무인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방안’을 국무회

의에 최초로 제시했을 때부터 사무국은 연합이사회를 지원하는 최소한의

행정기구로서 소규모로 설정되었다. 이는 연구회 제도를 설계하는 실무

진이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결과였는데, 각 부처에서는 연

구회 사무국의 규모가 확대되어 자신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특히 연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과학기술부는 연구회의 규

모 확대가 부처의 존립 문제와 직결된다고 받아들여, 사무국 규모를 축

소하려고 시도했다.162)

출연연도 연구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다. 연구회가 부

처의 개입을 막아주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출연연의 연구개발활

동과 기능을 직접 종합조정하여 기관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변화는 원치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불만을 수렴하여 기획예산위원회도 출연연 기관

장 설명회에서 연구회 사무국의 규모를 감축하고 인사·조직·예산 등 세

부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권한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그 결과 연구회

것에 불과했다. 결국 각 부처에 의해 출연연에 배정될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연구회는 집행을 위한 최종승인을 할 뿐이었다. 김인수도 연구회가 자원배분 제

도가 미비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혔다. 연구회의 예산편

성·조정기능이 지니고 있는 한계는 이준우, 앞 글, 40쪽; 유성재·이정원,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경영모형”, 『기술경영경제학회 2003년도 제22회 동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3), 166쪽 참조.

162) 기획예산위원회 출연연 경영혁신 실무단 초안은 사무국의 규모를 10명 내외로,

국무조정실 연구회설립작업반의 최종안은 15명 내외로 설정했다. 연구회 사무국

의 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연구회설립작업반, 앞 글, 15쪽; 이준

우, 앞 글, 14-15쪽; 정용남, “과학기술계 연구회 제도의 표류”, 186-187쪽을 볼

것. 연구개발 중간조직의 행정능력이 미흡하여 실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은

스페인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스페인의 펀딩조직은 “quasi Research

Council”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데, 조직의 예산은 부처 의존적이고, 수뇌부는 대

개 정치적 피지정인이며, 행정능력은 결핍되어 있다고 비판받는다. Clara

Eugenia García and Luis Sanz-Menéndez, “Competition for funding as an

indicator of research competitiveness: The Spanish R&D government funding,”

Scientometrics 64 (2005), pp. 273-274; Laura Cruz-Castro and Luis Sanz

Menéndez, op. cit.,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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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연연의 기본적인 사항만 결정하고 세부사항은 출연연 기관장에게

권한을 일임하도록 결정되었다. 연구회의 실무역량이 부족했던 것은 자

신의 고유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처와 출연연 기관장의 이해관계

가 부합했기 때문이었다.163)

이러한 이유로 연구회 제도가 논의될 당시부터 과학기술계 연구회를

3개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3개의 연구회는 오히려

심한 경직성을 유발하여 투자효율과 생산성을 저해하고, 과대한 관리비

용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하나의 연구회로 단일화할 것이

요구된 것이다. 결국 조직규모가 제한적이고 실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

운 상황에서 연구회가 3개로 분리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만들어냈다. 연구회의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연구회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권한을 부처

가 장악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164)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과위

가 설립되었지만, 부처 간 정책중복과 관할권 경쟁을 방지하지는 못했다.

과학기술부가 국과위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과위를 통한

조정은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부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타 부처는 국

과위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각 부처에서 국과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출신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강했고, 국과위의 실제

운영은 과학기술의 종합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부처가 상정

163) 연구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출연연의 부정적인 반응은 국무조정실 연구회설립

작업반, 앞 글, 10쪽; 정용남, “과학기술계 연구회 제도의 표류”, 186쪽 참조. 출연

연 기관장 설명회의 세부 내용은 기획예산위원회, 『경영혁신 자료집』, 426-432

쪽을 볼 것. 송하중은 당시 연구회에서 실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력풀 자체

가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조정작

업을 수행할 능력이 필요한데, 당시 출연연 행정직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자의 역

량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었다. 연구회가 과학기술 부문의 인력·예산·프로젝

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송하중 인터뷰,

2015. 10. 16.

164) 3개의 연구회 설립에 따른 우려는 김계수·이민형,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과학기술정책』 8권 7호 (1998b), 43쪽 참조.

연구회가 분리되어 있어 출연연 간 정책 공조와 협력연구가 어려우며, 연구개발

사업 및 출연금 사업의 관리부처가 상이하여 재원 연계와 범부처적 활용에 한계

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앞 글,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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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건을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국과위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과정에서 각 부처가 의도하는 정책

방향이 국과위에 보고되는 형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국과위가 형식적으

로 운영되므로 국과위의 사전조정작업을 거치지 않고 부처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정책과 사업의 중복을 원천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165)

예산권을 부처가 장악하고 있으므로 출연연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고, 연구회 신설을 통한 감독계열 상의 변동만이 있을 뿐이었다. 정

부출연기관법 및 시행령은 부처에게 출연연의 연구과제 및 우선순위, 소

요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부

처가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연구 기간, 추

정 소요예산,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

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출연연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연구과제를 부처가 판단하여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했다. 부처가 연구주제 선정권을 갖고 있으므로 출연연은 연구회보

다는 사업을 결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았

다. 출연연은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 주무부처와의 관계를 유지해

야만 했고, 부처가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므로 부처의 통제력은 연

구회 제도 도입 이후에도 계속 강화되었던 것이다.166)

과학기술부는 출연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형사업을 기획했다. 21세기프론티어사업, 국가지정연구소 프로그

램(NRL) 등을 통해 독립적인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부처가 직접 사업단

165) 국과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는 김성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분석”, 224-226쪽 참조. 산업자원부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한 과제를 국

과위의 사전조정이나 부처 협의 없이 중기거점 및 차세대 미래기술개발과제로

선정·추진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과기전망대]”, 『전자신문』, 2000. 12. 29.

166) 김한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은 연구회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사항이 정부의 경영간섭, 통제,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립성 결여에 기인하고 있

으므로, 예산권 부여, 기획기능 확충 등 연구회의 권한과 관리전문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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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센터장을 선임하고, 센터의 운영에는 출연연 기관장의 관여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연구회 제도 도입 이후 사업단이 대거 설립된 것은 출연연

과의 공식적인 연결고리가 끊긴 과학기술부가 출연연에 개입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흔히 21세기프론티어사업은 사업단의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며 사업단장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연구개발사업이라고 평가된다. 사업단장이 주도하여 연구진을 구성하고

세부과제를 기획·관리·계약·평가하는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관료

가 주도하던 기존의 연구개발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단

장·센터장을 선임할 권한이 부처에 있으므로 실제 사업단이 선정·운영되

는 과정에는 부처의 개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설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처의 개입이 없더라도, 연구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사업단 방식

은 출연연 기관장이 보유한 관리통제 권한을 잠식하며, 그 결과 출연연

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개별 사업단을 단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운영하게 될 경우, 출연연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었다.167)

연구개발사업관리 또한 부처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산업

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산업기술 관련 부처들은 산

하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환경

정책평가연구원,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을 운영하여 연구개발사업

을 관리했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공식적으로는 독립적인 민간조직의 형

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부처의 하위부서와 다를

바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외형적으로는 합리적인 통제구조가 갖

167)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형사업이 기획되는 현상은

정용남, “R&D 관리기관의 조직변동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03쪽 참조. 고

영주는 과학기술부가 출연연을 통제하려는 수단의 일환으로 21세기프론티어사업

단이 대거 설립되었다고 보았다. 고영주 인터뷰, 2015. 8. 28. 국정감사에서 부처

가 사업단의 선정과정에 개입하는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국감현장>과

학기술정보통신위”, 『전자신문』, 2000. 11. 2; 대한민국국회사무처, “2002년도 국

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록” (2002), 5-6·8-14쪽 참조. 사업단 방식의

연구개발사업이 출연연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는 민철구·홍사균·엄미

정, “정부출연연구소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9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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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부처가 정책을 정당화하고 의도를 관철하기 위

해 산하기관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의사결정 전반을

부처가 통제하므로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는 형식적인 감시체계가 형성되

었다. 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행정절차가

복잡해진 동시에 관리비용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연구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168)

출연연을 개혁하는 본래의 취지는 주무부처의 연결고리를 끊고, 연구

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처는 예산 배분권과

지도감독권을 근거로 출연연 경영에 간섭할 수 있었다. 출연연의 감독기

구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정지원구조가 변했다고 해서 연구의 자율성

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연구회 제도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출연연의 조직적 개편이 논의되었지만, 변화한 환경

속에서 출연연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정리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연구

회 제도는 단순히 비슷한 출연연을 그룹화하는 수준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 결국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연구회는 출연연으로서는 기관운

영을 간섭하는 상위기구가 하나 더 추가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168) 김동광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부처가 통제하는 현실을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것과 같은 모순적인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와 평가기관이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

다는 것이다. 김동광, “과학계 ‘큰손’이 혈세 삼킨다”, 『한겨레21』 제494호,

2004. 2. 5. 정부조직이 펀딩기관을 장악하여 발생하는 행정비용의 증가와 비효율

성 문제는 Peter Weingart and Sabine Maasen, “Elite Through Rankings –

The Emergence of the Enterprising University,” The Changing Governance of
the Sciences, pp. 96-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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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출연연 관리제도는 1990년대에 시행된 기관평가, PBS, 연구회라는 정

책을 통해 형성되었다. 일련의 정책을 통해 연구성과와 경영실적을 평가

하고, 연구개발예산 지원방식이 정교해졌으며, 정부부처의 출연연 지배구

조가 재정립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형성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 논

문은 과학기술정책에서 출연연과 부처 사이의 권력관계가 작동하고, 정

책에 반영되는 맥락에 주목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출연연에 연구 비효율

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방안으로서 모색된 대안이

각각의 제도였다는 구도로 출연연 정책을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출연

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는 세계화, 외환위

기 등의 대외환경과,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 등 대내적 조건이 결합하였

음을 알 수 있었다.

출연연의 연구개발활동은 발전국가 패러다임 하에서 유효하게 작동했

다. 민간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가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출연연을 설립했고, 출연연은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

했다. 국가 차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에 조응하는 기술개발과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할 것이 출연연에게 요구되

었다. 국가가 산업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는 기술개발도 국가가 진두지

휘하여 이끄는 것이 효율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과학기술이 발

전하고 민간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역량은 급속도로 성숙하면서 환경은

변화했다. 1970년대까지는 출연연이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주도적 역할

을 수행하였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역할이 출연연에 부여

되어야 했다. 대학에서 기초연구가 이루어지고, 기업이 응용연구를 수행

하는 상황에서 출연연이 취해야 할 역할은 모호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

나 이 과정에서 출연연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부처 간 과학기

술정책을 어떻게 종합조정할 것인지는 정리되지 않았다.

기술드라이브정책이 추진되고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이 수행되면서 각 부처에서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출연연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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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는 등 양적 팽창을 시도했다. 과학기술처는 유관 부처와 과학기술부

문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경쟁으로 부처 간 중복문제가

1980년대 말부터 대두되었다. 이에 1989년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정부

개혁과제로 출연연 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였고, 1991년에는 정부출

연연구기관 합동평가단이 출연연의 실태를 평가하여 문제를 진단·해결하

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평가결과를 통해 각 출연연에게 개선과제가

부여되었고, 기관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출연연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재

정립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실상 합동평가는 출연연을 둘

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촉발되었고, 정작 출연연은 그들이 추구해야 할

연구개발활동의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

었다. 당초 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이끌어가던 주체로서 상당한

부분의 권한위임을 받고 자율성과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나, 기관평가 제

도 도입 이후에는 부처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들에게 위임

되었던 권한도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다. 기관평가는 출연연으로 하여금

부처의 방침을 이행하도록 규율하는 장치가 된 것이다.

출연연 개혁정책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속화되었다. 새 정부의

출범 직후 공공부문 개혁, 작은 정부가 국정 기조로 제시되면서 출연연

도 개혁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WTO 체제가

성립되면서 이전에 한국에서 추진되었던 기술개발정책의 전환이 불가피

해졌다. 정부가 연구과제를 발주하고 출연연이 계약을 통해 과제를 수주

하는 사업방식인 PBS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였다. 예산구

조를 개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 경제기획원과,

출연연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 과학기술처는

PBS를 도입하여 경쟁환경을 조성하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

라 기대했다. 결국 PBS는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와 출연연을 개혁하려는

부처의 의도가 조응한 결과물이었고, 연구개발활동을 연구과제와 연구자

단위에서 미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더 강력한 출연연 개혁을 요구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이 제시되었고, 출연연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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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연구회 제

도는 무리하게 출연연을 통폐합하지 않으면서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으

로서 채택되었고, 부처로부터 독립된 출연연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연구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출연연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과학기술부가 이에 반발하자, 일종의 타협안으로 국

과위가 연구회를 감독하는 방식을 통해 과학기술부의 기존 기득권을 인

정해주었다. 그러나 타 부처는 국과위를 통해 과학기술부의 권한이 강화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부처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연구회 제도는 출연연 지배구조에 대한 부처 간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절충되면서 성립했다. 그러나 정책설계 과정에서 부처의 이

해관계가 개입되어 연구회의 본래 취지는 왜곡되었고, 예산편성 등 출연

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권은 연구회에 결여되었다. 도리어 이사

회를 부처가 장악한 결과, 연구회는 연구개발활동을 종합조정하는 기구

가 아니라 부처와 출연연 사이의 중간조직으로서 옥상옥이 되고 말았다.

출연연 관리제도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규모가 증가하면서, 사업의 책무성과 효과성을 확

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졌다. 과학기술 부문의 정보 비대칭성

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성과와 품질을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기관평가

와 PBS를 도입하여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연구과제를 재분배하여

출연연의 연구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와 연구자를 매개하는 경로

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출연연 관리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기관평가, PBS,

연구회는 출연연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부처의 영향권에서 출

연연이 벗어날 수 없었다. 각각의 정책은 일관된 정책방침이 아니라, 출

연연을 둘러싼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절충하는 타협과정 속에서 구성

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즉, 1990년대에 형성된 출연연 관리제도는 출연연

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는 부처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물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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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논문은 출연연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이유로 정부부처 통제 문제

를 지적했다. 출연연 정책은 부처의 관료조직이 주도하여 입안했고, 그들

은 최대한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조직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연구 자율성과 독립적 운영이 강조됐지만, 부처의 관리양식은 그

러한 원칙과 모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출연연의 연구환경을 보장한다

는 정책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출연연에 대한 부처의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169)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출연연을 통제할 실권이 부처에 있으므로, 연구개

발사업을 결정하고, 산하기관을 통해 이를 집행하는 부처 관료가 연구회

와 국과위 등의 조정기구를 압도했다. 그러므로 출연연과 부처의 권력관

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왜곡된 방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부처가 주도하는 연구개발정책은 연구목적과 평가

기준을 획일화하여 지적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감소시킨다. 부처가 설정

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평가되고 PBS를 통해 연구과제가 배분

되므로, 평가지표에서 벗어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고 도전적인 시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학과 기업이 출연

연에 연구를 의뢰하거나 협력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유사한 사업이 모

든 부처에서 추진되는 정책의 백화점 현상은 연구의 획일화를 가속하며,

개별 사업의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최근 부처가 기획하는 정책에 과학기술자들이 영합하는 현상도 나타

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종권한을 지니고 있는 관료와 이해관

169) 노환진은 부처가 출연연의 모든 의사결정에 최대한 개입하여 권한을 가지려 하

며, 예산편성·배분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PBS, 평가제도,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은 부처가 주도권을 장악하여 궁극적으로 말 잘 듣는 산하기관을 최

대한 보유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과기계 “출연연 조건 없이 국과위로 이관

해야””, 『전자신문』, 2012. 4. 4. 손진훈 충남대 교수도 정부관료는 산하조직을

관리할 때 일 잘하는 기관이 아니라 말 잘 듣는 기관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각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유지되는 이유도 출연연이 일을 잘

하게 하기보다는 말을 잘 듣게 하려는 목적에 있다는 것이다. 손진훈, “국가 과학

기술계 연구기관의 창조형 연구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운영방안”, 출연(연) 선진화

방안 대국민 공청회 (2012),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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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공유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획과정에 관여하고 로비하여 자

신을 위한 ‘셀프과제’를 만들어낸다. 연구개발사업이 지속해서 팽창하면

서 연구과제 공급원이 다양해지고 과학기술자 1인당 연구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 부처를 골라가면서 사업기획에 참여하여 과제를 획득하

기가 용이해진 것이다. 그 결과, 최대한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

기술자와 관료가 결탁하는 이해관계연합이 구성되어 연구과제가 특정 소

수에 편중되는 마태효과(Matthew effect)가 발생한다.

‘좀비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낳은 또 다른 부작용이다. 자체적으

로 생존할 능력이 없고, 연구개발역량도 결여된 좀비기업들이 정부의 과

제에 의존하여 근근이 연명하는 실태는 정부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

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지 못하여 국가경제 전체에 악영

향을 미친다고 지적된다. 연구개발비가 정부로부터 화수분처럼 제공되는

상황에서 굳이 기업이 자신의 비용을 지불할 동기유인이 없으므로, 과도

한 정부 지원이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다.170)

이러한 부작용은 연구개발 분야의 왜곡된 분배구조에 기인한 사회적

손실이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유사시장(quasi-market)을 부처가 독

점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연구개발이라는 서비스의 수요자이자, 연구과제를 배분하는 부처는

시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부처는 과학기술 부문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혁신활동은 불확실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순환보직

인사제도로 인하여 관료조직은 종합조정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일관성을

170)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9월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R&D 지원과제의 기술개발 성공률이 95.8%에 이르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46.9%

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사업화에 성공하지 않은 나머지 좀비기업들

은 R&D 자금을 수령하여 연명하는데 급급하여, 의도적으로 사업화에 연결을 시

키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국회사무처, “2015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록” (2015), 24-25쪽.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야기하는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는

권남훈·고상훈,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 보조금의 효과”, 『국제경제

연구』 10권 2호 (2004), 157-181쪽; 송종국·김혁준,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

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기술혁신연구』 17권 1호 (2009), 1-48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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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관료의 정책역량은 민간부문보다 뒤처질 수밖

에 없음에도, 부처의 영향력이 막강하여 전문성 없는 관료가 국가연구개

발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이다.171)

둘째로 관료조직은 위험을 회피하는(risk averse) 보수적 성향을 지니

고 있고, 예산을 매개로 1년 단위로 운영되므로 단기적 정책을 선호한다.

따라서 주로 단기간에 성공이 가능하고 성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

업이 부처에서 시행되며, 장기적이고 높은 위험도를 갖는 연구는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과거의 추격 전략은 기존 기술 패러다임과 궤적을 따

랐으나, 현시점에서의 과학기술 혁신활동은 단절과 불확실함을 배태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관료조직의 성향과 상반된다. 따라서 혁신전략과 같이

장기적 정책이 중요한 분야에 관료조직은 적합하지 않으나, 여전히 부처

가 연구개발정책을 주도하고 있다.172)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장청산(market clearing)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타당성 없는 사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도태되

어야 하나,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은 퇴출당하지 않고 다만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간판만 바뀐 채 유지되고 있다. 부처는 출연연을 규율할 수 있지

만, 부처의 정책을 책임지거나 실패를 심판하는 구조는 부재하다. 따라서

출연연은 실패하고 연구과제는 탈락할 수 있지만,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부실한 연구과제와 사업을 퇴출하지 못하는 상

황에서 연구개발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전체의 후생은

171) 김성수는 이와 같은 현상을 관료주도 정책결정시스템의 문제라고 진단하며, 민

간전문가의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주장한다. 김성

수, “한국 과학기술 정책네트워크의 특성분석 — 관료주도 정책결정시스템의 원

인과 대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172) 관료 조직의 단기적 정책 선호(short-termism)가 지닌 문제점은 Giandomenico

Majone, “Strategy and Structure the Political Economy of Agency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Designing Independent and Accountable
Regulatory Authorities for H igh Quality Regulation: Proceedings of an
Expert Meeting held in London (Paris: OECD, 2005), p. 138 참조. ‘기술 패러

다임’ 개념을 제시한 Dosi의 연구는 Giovanni Dosi, “Technological paradigms

and technological trajectories: A suggested interpretation of the determinants

and directions of technical change,” Research Policy 11(3) (1982), pp. 147-162
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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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게 된다.173)

출연연도 연구개발 시장의 공급자로서 필요한 요건들이 결여되어 있

다. 우선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않다. 연구과제가 기획될 때 이미 연구를

수행할 주체가 내정된 경우가 많고, RFP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진입

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공급자 간의 완전경쟁이 불가능하다. 부처가 연

구과제를 배분할 때는 연구주제와 목표가 기설정되어 있으므로, 출연연

은 그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이외의 선택지가 없다. 출연연이 특

정화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다시 표현하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자

유가 없다. 부처가 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될 연구비를 책정하므로 출연연

은 가격결정의 자유가 없으며, 각종 규정과 지침에 의거하여 연구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가용자원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다.174)

연구개발분야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불완전하여 시장이 정상적으

로 작동할 수 없으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자원배분기능에 치중하게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로서는 정부독점구조에 편

성하여 최대한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며, 출연연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의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대신, 정부의 구

미에 맞는 연구를 기획하며 과제를 수주하는 데 역량을 투입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부처가 독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유사시장이 야기

한 폐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높아지는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획일적인 유사 연구과제를 중복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

173) Wildavsky는 당해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차년도 예산이 결정된다는 점증주의

(incrementalism) 예산이론을 주장했다. 실제로 연구개발예산은 당해년도 투자규

모가 차년도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심의기준이 된다. Aaron Wildavsky, 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 roces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p. 15; 엄익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62-63쪽. 예산은 부처, 정당, 이해당사자의 협상·타협 등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되므로, 부실한 연구를 퇴출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연구개발예산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174)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연구개발 공급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Ben Jongbloed,

“Marketisation in Higher Education, Clark's Triangle and the Essential

Ingredients of Markets,” H igher Education Quarterly 57(2) (2003), p. 114를 참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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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혁신활동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탈추격

형 혁신, 경로실현형 기술혁신, 창조형 혁신체제 등의 개념이 제시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혁신활동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지만, 출연연

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1990년

대에 이루어진 출연연 개혁작업을 통해 부처가 출연연을 하부조직처럼

직접 관리하던 방식에서 행정적으로 분산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하였으나, 여전히 정부부처는 ‘보이는 손’으로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

를 관철하기 위하여 출연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개입했다. 출연연과

부처의 권력관계는 법률·시행령·정관 등을 통해 작동하는데, 한국의 과학

기술 거버넌스 연구에서 이러한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 논문은 정부부처의 통제문제를 중심으로 출연연 관리제

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을 시도하였다.175)

과학과 사회의 계약은 현대 과학기술이 존재하는 근거다. 국가 차원에

서 출연연을 육성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전략은 발전국가 단계에는

유효했는데,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이 취약하므로 출연연이 민간부문에 기

술을 공급해주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한국사회에서 출연연은 기술을 확산시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방식으

로 사회와 관계를 맺었고, 정부가 주도하여 기술과 산업을 매개했다. 그

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사업

은 한계에 봉착했다. 대학과 기업이 출연연의 수준을 따라잡으면서 연결

관계가 끊기고 말았고, 출연연은 연구 비효율과 방만한 운영의 온상으로

비난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출연연이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연구개발의 목표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정

치·경제적 혁신환경의 변화는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새로이 정립할 것을

175) Mazzucato와 Perez는 정부조직이 관료주의를 지양하고 혁신적 기업처럼 불확

실함과 실패를 용납할 수 있는 혁신활동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혁신을 통

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한 정부가 요구되는 것이다. Mariana

Mazzucato and Carlota Perez, “Innovation as Growth Policy: the challenge for

Europe,” SPRU Working Paper Series (2014), pp. 20-21.



- 116 -

요구한다. 그러나 국가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할 이유는 아

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기대, 국가연구

개발사업이 추진해야 할 목표, 사회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 과학기술자

의 책임성과 연구 진실성 등 과학기술 부문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논

의가 생략된 채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문제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공무원, 분야별 전문

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

다. 과학기술정책의 통합적인 청사진과 행정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결

여된 하드웨어적인 조직개편이나 제도 도입은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했

다. 과학기술 부문을 구성하는 각 주체의 역할이 재정립될 때 출연연은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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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traces the formation of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GRIs) management system from 1989 to 1999 and

elucidates the impact of government control to the system as a whole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and

GRIs.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formation of GRIs system were

the imperatives of improving the R&D efficiency, the changes in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and the strategies of the

concerned government branches to the emergence of the GRIs

system. This thesis argues that the three factors largely determined

the direction of GRIs policies in the 1990s. The three sections in this

thesis analyze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GRIs system

respectively: the Institutional Assessment, Project Based

System(PBS), Research Council, and the detailed contents and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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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wo component aforementioned.

Section 2 shows that GRIs' Institutional Assessment was created

out of the dynamics of various government branches’ conflicts

centering on the initiative of National R&D Programs. Their attempt

of secure the GRIs that exclusively execute their own research

projects resulted in their mutual criticisms of one another’s GRIs

producing unsatisfactory results. Joint assessment of GRIs in 1991

under ministries' territory disputes disclosed such confrontation of

interest,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was created as a way to

finding a consensual standard among government branches. These

branches used the Institutional Assessment as a means to control

GRIs, by assessing implementation results of ordered goal. And the

autonomy of GRIs became gradually weakened consequently.

Section 3 deals with the adopting process of PBS as the

interaction between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 including the launch

of “Civilian Government” and Uruguay Round and the corresponding

policies of each ministries. Under the emphasis of policy principle

satisfying the new circumstances such as globalization, privatization

and reformation of budget system were discussed to enhance public

sector efficiency. PBS was not only R&D budget reform plan

introduced by the Economic Planning Board to improve GRIs'

productivity, but also policy alternative adop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appease privatization plan for GRIs and to

phase in market competition system. Even PBS was introduced

through the coincidence of aims among ministries, the side effect

which is GRIs' increasing dependence o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R&D program occurred due to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for

projects to acquire R&D expenses.

Section 4 states that, although the Research Council was adopted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nitiall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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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deformed into a nominal intermediate organization with no real

authority by the influence of government branches which tried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 The Research Council system was

conceived as a part of public sector reformation followed by financial

crisis in 1997, but it caused the opposition of government branches

which did not want to renounce its jurisdiction over some GRIs.

Though the Research Council was established through mediation and

negotiation among ministries, it could not influence to GRIs because

of ministries' denial of the authority-transfer. GRIs became

independent from ministries formally, but ministries still maintained

the initiative practically by recoursing on its retained authority for

R&D programs. Eventually, the Research Council system ended up

having a too much complicated governance structure.

The focus on the formation of GRIs management system helps

considerably to underst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haracteristic of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when we analyze it

by highlighting three main aspects of it aforementioned. All the

policies originally aimed to reform GRIs, but all of them failed to

achieve the purpose.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continuous

intervention of government branches into the design process of GRIs

policy resulted in the distortion of the system as a whole, in which

GRIs should be busy in satisfying the formality of various

requirements and are not given much autonomy for their own

research. In short, the existing policy decision structure on GRIs

failed to have brought the result it originally intended.

keywords :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overnment

control,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y, Institutional

Assessment, Project Based System, Researc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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