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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연구수행 목적

 〇 해양과기원의 주요사업비는 최근 8년(2007~2014)간 약 3.5배가 증가하였고, 주요사업비의 

확대와 함께 해양과학기술 논문 및 특허의 수 등 연구성과가 양적인 측면에서 급성장함

 〇 또한 해양분야에서 어렵다고 여겨지던 세계최고수준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국가

해양과학기술 경쟁력 및 기관의 위상이 크게 제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사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SCI 논문의 피인용 횟수와 같은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주요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효율성 방안 마련이 커다란 관건으로 부상함

 〇 주요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의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주요사업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본 보고서에 정리함

 주요내용

 〇 최근 5년간 주요사업 현황 분석

  - 최근 5년간 수행된 주요사업 선정의 트렌드, 흐름, 구성 등 분석

 〇 타기관 주요사업 현황파악

  - 주요사업의 규모가 크고, 관리가 선진화된 타 출연연구기관(타 과기원 등 포함)의 

주요사업 현황 파악

  - 타기관 관리제도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 도출 및 벤치마킹 등

 〇 주요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방안 수립

  - 주요사업의 선정, 관리, 평가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시스템 점검

  - 관리선진화를 위하여 중과제 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강화(안) 마련 

  - 연차평가 결과 반영의 실효성 강화(연구비 차등, 인센티브 차등 강화 등) 방안 강구

  - 세부과제간 연계성 강화방안 마련 등

 기대효과

 〇 기관발전전략을 중심으로 한 주요사업 구성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 발전전략과 연계한 기관목적사업 중과제 및 세부과제 재정립

 〇 일관성 있는 주요사업 선정 및 추진 원칙 마련

 〇 중과제책임자의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 기준 마련 

 〇 평가기준 정비로 평가의 일관성 유지 



2. 일반현황



                                                                                                 - 4 -

제1장 일반현황

 설립목적

 〇 해양과학기술의 창의적 원천․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와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그 성과를 확산

 임무 및 기능

 연 혁

   1973. 10. 30 KIST부설 해양개발연구소 설립

   1988.  2. 17 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남극 킹죠지섬)

   1990.  6.  1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 설립(KIST로부터 분리․독립)

   1997.  3. 28 남해연구소 설치(경남 거제시)

   1999.  5.  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설치(대전 유성구)

   2001.  1.  1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04.  4. 16 부설 극지연구소 설치(인천 송도)

   2008.  6. 20 동해연구소 설치(경북 울진군)

   2012.  7.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2013. 10. 28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설치(대전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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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현황

 〇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14 예산 구   분 ‘14 예산

 Ⅰ. 정부출연금
   1. 기관운영비
    가. 인건비
    나. 경상운영비
   2. 주요사업비
    가. 기관목적사업
      - 고유임무형
    나. 창의사업
   3. 시설사업비
   

73,452
19,871
16,028
3,843

34,947
31,651
31,651
3,296

18,634

 Ⅰ. 인 건 비
   1. 순수인건비
   2. 법정부담금
   3. 급여성경비
   4. 퇴직급여충당금
   5. 능률성과급

30,830
23,870
2,124

850
1,989
1,997

 Ⅱ. 무기계약직인건비
   1. 순수인건비
   2. 법정부담금
   3. 급여성 경비
   4. 퇴직급여층당금

1,117
911
83
34
89

 Ⅱ. 자체수입
   1. 정부수탁
    가. 직접비
    나. O/H
   2. 산업계수탁
    가. 직접비
    나. O/H
   3. 기타연구사업
    가. 직접비
    나. O/H
   4. 기술료
   5. 기타
    가. 이자
    나. 잡수입 등

84,244
75,762
58,679
17,083
4,000
3,600

400
1,895
1,885

10
400

2,187
1,163
1,024

 Ⅲ. 연구직접비
   1. 주요사업비
   2. 정부수탁
   3. 산업계수탁
   4. 기타연구사업

100,290
36,126
58,679
3,600
1,885

 Ⅳ. 경상운영비 8,809

 Ⅴ. 시설사업비
   1.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2. 제주 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 건립
   3. 부산 혁신도시 해양 
     융‧복합 인프라 건설
   4. 연구선온누리호첨단화 

및 기능고도화

26,556
2,137
9,743

13,426

1,250

 Ⅲ. 전기이월
   1. 주요사업비
   2. 시설사업비
   3. 잉여금

15,481
1,411
7,922
6,148

 Ⅵ. 기타
   1. 기술료 대응 지출
   2. 선박수선충당금
   3. 연구개발적립금

5,575
400

1,024
4,151

 

계 173,177 계 17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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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사업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예산

증감   %당초 변경

주
요
사
업

기관
목적
사업

고유
임무형

․기후변화 및 해양재해 대응기술 개발 3,225 3,508 283 8.8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 관리 6,239 6,239 - -

․미래 해양생물자원 개발 5,138 5,540 402 7.8

․해양에너지 및 첨단해양시스템 기술개발 655 655 - -

․연구인프라 운영 사업 16,394 16,444 50 0.3

소    계 31,651 32,386 735 2.3

창의
사업

․NSC 지원사업 1,000 1,000 - -

․Lab 창의과제 300 384 84 28.0

․연구정책 및 지원사업 - - - -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210 233 23 10.9

․기관역량강화사업 1,786 2,123 337 18.3

소    계 3,296 3,740 444 13.8

시설사업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2,074 2,137 63 3.0

․제주 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 건립 6,697 9,743 3,046 45.5

․부산 혁신도시 해양 융․복합 인프라 건설 8,613 13,426 4,813 55.9

․연구선 온누리호 첨단화 및 기능고도화 1,250 1,250 - -

소    계 18,634 26,556 7,922 42.5

정부수탁사업

․해양수산부 국가R&D 52,340 52,340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R&D 379 379 -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R&D 1,200 1,200 - -

․기타 부처사업 4,760 4,760 - -

소    계 58,679 58,679 - -

산업계수탁사업
․산업계 수탁사업 2,000 3,600 1,600 80.0

소    계 2,000 3,600 1,600 80.0

* ‘14년 예산 :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예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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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장비현황

 〇 주요 연구거점 
 ('13. 12 기준)

국 내 해 외

본원

(해양환경, 기후변화, 해양자원, 
해양생물․생태계, 해양위성․방위)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95.5)
(황해의 환경보호와 자원개발에 대한 

협력/중국 청도)

태평양해양연구센터('00.5)
(해양자원개발과 해양경제영역 확대 거점

/마이크로네시아 축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조선공학, 해양장비 및 플랜트,
해양운송․안전연구)

KIOST-NOAA Lab('10.8)
(선진 해양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미국 워싱턴)

남해연구소(분원)

(남해특성연구, 해양시료도서관, 
연구선 운항)

KIOST-PML Lab('11.9)
(영국 및 EU권역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 활성화/영국 플리머스)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12.11)

(중남미 지역에서의 
해양 R&D허브역할/페루)

동해연구소(분원)

(동해특성연구, 독도 관련 연구)
남극세종과학기지('88.2)

(남극 해양환경, 생태 등 연안기반 연구
/남극 킹조지섬)부설 극지연구소

(극지인프라 운영 및 이를 활용한
극지과학(기초･응용) 연구)

북극다산과학기지('02.4)
(북극 환경․기후 연구거점

/노르웨이령 스발바드군도)

 〇 연구인프라 및 장비현황

온누리호('92.3 취항) 이어도호('92.3 취항) 장목호('05.11 취항) 아라온호('09.11 취항)

【대양종합연구선】 【연근해종합연구선】 【연근해소형연구선】 【극지대양쇄빙연구선】

해양위성센터 해양공학수조 빙해수조 선형시험수조

【인공위성을 활용한
해양관측기술 개발】

【선박/해양구조물의
운동 성능 시험】

【빙해선박/극한지
해양 구조물 시험･평가】

【선박, 잠수체 등의 추진,
운동, 조종 성능 해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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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전 및 전략

 비전 및 미션

     

 

 목표 및 전략



                                                                                                 

3.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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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내·외 환경 분석

 국내･외 환경변화

 〇 국내

[국 내]

· '글로벌 해양경제영토 확대', '전통 해양수산산업의 미래산업화 구현' 등 해양수산부 중점 
추진과제 발표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년~2017년) 및 2020해양과학기술로드맵 수립

 〇 국외

[미 국]

· 다양한 해양관련 분야를 통합한 국가해양정책 발표 및 국가해양위원회(National Ocean Council) 
신설(2010년 7월)

· 해양경제, 안전･보안, 연안/해양복원 등이 강조된 '국가 해양정책 실행계획' 수립(2013년)

[유럽연합]

· '유럽해양에너지 로드맵 2050' 수립을 통해 달성 가능한 정량 목표치(총 수요전력의 15%를 
해양에너지로 대체) 제시(2010년)

· 차세대 해양관측인프라 구축을 강조한 'Navigating the Future Ⅳ' 계획 수립(2013년) 

[일 본]

· '제2차 해양기본계획(2013년～2017년)' 수립을 통해 해양에너지 부문과 해양산업 진흥  

부문의 내용을 보강하고, 해양안전보장을 위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연계 강화(2013년)

[중 국]

· 해경 신설을 통한 국가해양국 기능 강화 및 국가해양위원회 신설(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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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및 SWOT 분석

메가트랜드 분석

· (자원･에너지의 고갈) 자원･에너지 수요의 증가 및 무기화, 물･식량 부족의 심화

·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심화) 지구온난화의 심화 및 이상 기후현상 증가, 환경오염 증가 

및 생태계의 변화 심화 

· (과학기술의 발달과 융･복합화) IT･BT･NT의 발달, 요소기술 간 융･복합화 

< KIOST 역량분석을 위한 STEP/SWOT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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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책 분석

 「KIOST 발전전략(2012~2020)」분석

연구개발전략

· (더 넓게) 해양경제영토 확장 전략, 극지-대양연계 프로그램
· (더 깊게) 심해연구강화 전략
· (더 안전하게) 융･복합기술 기반 실시간 관측 및 예측정보 제공
· (더 풍요롭게)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 육성전략

< 3대 연구영역 및 12대 중점연구분야 >

연구영역 중점연구분야

해양 기초과학 연구영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

•극지해역 환경 및 자원 연구

해양응용 및 실용화 연구영역

•첨단해양운송체 및 해양안전기술

•해양플랜트 및 장비·시스템 기술

•해양공간자원 이용기술

•해양광물자원 이용기술

•해양생물자원 이용기술

현안문제 해결 연구영역

•해양·극지정책 및 제도연구

•연안재해·재난대응기술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

•해양위성 및 해양방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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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목표 도출

 〇 기관 임무, 대외진단, 국내･외 환경변화, 국가정책 및 KIOST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전략목표

(중과제) 및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3.2는 ‘해양에너지 및 첨단 항만시스템기술 개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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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사업 현황 분석

 주요사업의 정의

 〇 해양과기원 고유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

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에 부합하고 타 연구주체

의 연구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관특화의 고유연구개발사업

     ※ 관련근거 : 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0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중점연구분야

 〇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원천연구

  - 기후변화 및 해양재해 대응기술 개발

  -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생태계 관리

  - 미래 해양생물자원 개발

  - 해양에너지 및 첨단 항만시스템 기술 개발

 〇 기기·장비 기술개발 및 검·교정

  - 해양관측조사 표준화 

  - 연안해저면 플럭스 관측기법 개발 등

 〇 연구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열대 태평양기지 기본연구활동 지원 및 운영 등

 〇 해양과학기술 정책, 제도 연구 

  - 해양과학기술 전략개발 연구 등

 최근 5년간 주요사업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직접비
내부

인건비
간접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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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직접비

내부인건비

간접비

합계

2010년 20,517 11,237 6,452 38,206

2011년 24,677 13,575 6,752 45,004

2012년 32,103 15,617 7,975 55,695

2013년 36,103 16,517 8,331 60,951

2014년 34,947 13,121 6,750 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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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구성

 〇 주요사업은 사업유형에 따라 ‘기관목적사업’과 ‘창의연구사업’으로 구분 

  - 기관목적사업 : 연구기관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중장기 전략사업

   • ‘고유임무형’, ‘부처임무형’과 ‘연구인프라운영사업’으로 구분

  - 창의연구사업 : 연구역량 축적 및 고유기능 강화를 위한 선행 기획연구사업 등

구 분 연구내용 및 목표 사후관리

기관
목적
사업

•고유임무형
- 기관 고유기능의 유지 발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추진•부처임무형

•연구인프라운영사업 - 연구인프라운영
해양과학기술 

연구인프라 확충

창의
연구
사업

•NSC 지원사업 - 세계 우수학술지(NSC)에 논문 게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추진

•Lab창의과제 - 실험실 단위의 창의적 자율과제 추진 우수과제 추가지원

•신진연구자 지원과제 -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우수과제 추가지원

•기관역량강화사업
- 미래 연구테마에 대한 사전연구를 통하여 

연구역량 강화
기관목적사업으로 

전환

•연구정책 및 지원사업
- 기관 정책 및 융복합 연구 아이디어 

도출
기관정책 및 융복합 

대형과제 도출

 〇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주요사업 구성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기
관
목
적
사
업

기관고유형 사업 6개 
중과제 9,996 5개 

중과제 10,350 6개 
중과제 12,804 6개 

중과제 14,957

부처임무형 사업 - - 2개 3,926 2개
과제 3,533 - -

연구기반지원 사업 6개 9,997 6개 12,997 7개 15,740 14개 16,694

소   계 - 19,993 - 27,273 - 32,077 - 31,651

창
의
연
구
사
업

NSC지원과제 3개 1,500 2개 1,000 3개 1,000 3개 1,000

기관역량강화 8개 1,657 17개 2,013 13개 1,608 7개 896

(NAP사업 매칭펀드) (4개) (716) (2개) (244) (2개) (50이상) (1개) 59

연구정책 및 지원 7개 564 8개 1,013 5개
(+연중) 908 7개 890

개인창의 및 
신진연구자 지원 15개 247 11개 560 11개 510 13개 510

소   계 - 4,684 - 4,830 - 4,026 - 3,296

합   계 - 24,677 - 32,103 - 36,103 - 3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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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직접비 
규모(백만원)

24,677 32,103 36,103 34,947

구 성 

• 기 관 목 적 사 업 ( 6 개 
중과제)

 - 지구환경변화가 한국
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대응기술 
개발

 - 연안 환경오염 감시 
및 정화기술 개발

 - 해양 생물자원 탐사 
개발 연구

 - 항만 및 해양 구조물 
기술개발

 - 해양안전 및 첨단
해양운송체 기반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반지원 및 운영 
사업

•창의연구사업

• 기 관 목 적 사 업 ( 5 개 
중과제)

 - 기후변화 예측 및 
해양재해 대응기술 
개발

 -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 관리

 - 해양생물자원 탐사
개발 연구

 - 해양에너지 및 해양
공간 이용기술 개발

 - 첨단해양운송체 및 
플랜트 핵심 기술 
개발

•연구기반지원 및 운영 
사업

•창의연구사업

• 기 관 목 적 사 업 ( 6 개 
중과제)

 - 기후변화  예측 및 
해양재해 대응기술 
개발

 -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 관리

 - 해양생물자원 탐사
개발 연구

 - 해양에너지  및 해양
공간 이용기술 개발

 - 첨단해양운송체 및 
플랜트 핵심 기술 
개발

 - 대양 및 국제공동
연구

•연구기반지원사업
•부처임무형사업
•창의연구사업

• 기 관 목 적 사 업 ( 6 개 
중과제)

 - 기후변화  예측 및 
해양재해 대응기술 
개발

 -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 관리

 - 해양생물자원탐사 
개발 연구

 - 해양에너지  및 해양
공간 이용기술 개발

 - 첨단해양운송체 및 
플랜트 핵심 기술 
개발

 - 대양 및 국제공동
연구

•연구기반지원사업
•창의연구사업

과제선정

•과제 대형화, 융․복합화를 
통한 과제간의 연계성 
도출 및 성과중심의 
목적지향적 과제 추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본․분원간 종합조정을 
통한 사업 추진

 - 임무수행형 다부서 
공동참여 연성조직 
활성화

 - 세부과제 간의 연계성을 
도출하여 중과제 
목표설정과 로드맵
(TRM) 작성

•중과제 책임자의 권한과 
임무

 - 중과제 책임자는 
중과제내의 세부
과제 책임자 중에서 

•과제간 경쟁을 통한 
선택과 집중

 -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사업 선정을 
통해 선정의 객관성 
및 우수과제 도출 
기반 강화

•연구실적(평가결과)에 

근거한 연구비 차등

배분을 통해 우수성과 

창출의 동기 부여 

및 경쟁력 제고

•중과제 책임자의 자율권
(책임 및 권한) 부여를 
통한 및 세부과제간 
연계성 강화 및 시너지 
제고

•기관의 고유기능을 
유지․발전시키고 일
류화․전문화를 위한 
신규과제 발굴

 - ‘해양과기원 발전
전략’을 고려한 
신규과제 선정

•연구영역간 적정한 
구성 추구

 - ‘기초‧원천분야’, ‘응용 
및 실용화 분야’, 
‘현안문제해결연구’의 
3대 연구영역을 감안한 
과제 구성

•과제의 중·대형화 추진
 - 유사 연구분야 수행

과제의 통합을 통한 
세부과제간 연계성 
강화 및 시너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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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추대하고, 중과제
별로 세부과제 관리비, 
인센티브 명목으로 
5백만원 책정

•(권한) 중과제 목표
설정, 세부과제 간의 
연구내용 조정과 관리 
및 평가

•(임무)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양적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세부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통제

  ※ 행정적 임무 : 중과제 

과제계획서 작성, 중과제 

단위별 진도관리 및 

대표적 성과 목표 제시, 

기관평가보고서 및 

성과목표기술서 등 

작성 지원

•사전 선정평가 강화 
 -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목표(outcome 
중심) 제시

 - (권한) 중과제 목표
설정, 세부과제 간의 
연구내용 조정, 관리 
및 평가

  ※ 중과제별 세부과제
관리비 명목으로 
5백만원 지원

 - (임무)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양적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세부과제에 대한 

종합적 조정․통제, 

기관평가보고서 및 

성과목표기술서 등 

작성 지원(중과제 

단위별 진도관리 및 

대표적 성과목표 

제시 등)

•대형 융･복합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기획 
강화

•세계최고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NSC지원과제 선정․
지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과제 지원 및 
자율적 연구수행 여건 
마련을 위한 Lab창의
과제, 신진연구자지원
과제 현행 수준 유지

•해양과학기술 융․복합 
연구사업 추진

 - ‘11년/‘12년 창의
연구사업으로 추진한 
‘해양 융･복합 기획
과제’ 중 대형R&D로 
발전가능한 유망
과제 후속지원

 - Lab창의과제, 신진
연 구 자 지 원 과 제 , 
정책연구 기획연구중 
기관의 중점 추진 
연구에 부합되는 
과제를 발굴하여 
기관역량강화사업
으로 발전 유도

•연구책임자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주요사업 직접비 
비목의 축소를 통하여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사용 유연성 확대

 - 중간진도보고회, 연차평가, 
정산 등 연구수행 
관련 관리 강화

 - 위탁연구 관리 강화
(선정, 평가, 정산 등)

•참여율 관리 강화 
및 내부인건비 배분 
선진화

 - 내부인건비 우선배정
부서 연구참여인력 
등에 우선 배분(연말 
참여율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비비 
제외)

 - 나머지 내부인건비의 
80%는 직접비 비율에 
따라 선배분

 - 20%는 각 연구본부장 
및 소장을 통하여 
배분

  ※ 간접비의 경우, 직접비 

비율에 따라 전액배분

•연구사업비의 정산 
실시

 - 연구개발사업에 준한 
정산기준 마련을 
통하여 주요사업비 
정산실시

•신규과제 공모시 사전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한 
기 술 · 경 제 · 정 책 적 
타당성 검토(예정)

 - 신규사업 선정시,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의 시급성, 
연구비 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고려

•중과제 책임자의 자율권
(책임 및 권한) 강화를 
통한 세부과제간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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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강화 및 시너지 제고
 - 중과제 구성은 현행의 

6개 중과제 유지
 - 기관목적사업 중과제

책임자는 가급적 
분야를 고려하여 
연구본부장(소장)을 
책임자로 지정하되, 
필요시 연구비 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 부여(1순위 : 
해당연구본부(소) 
소속 과제수, 2순위 : 
연구비 규모) 

착수

•착수보고회의
 - 사전선정평가 시 

성과목표 불명확 
등 미흡한 과제는 
착 수 보 고 회 에 서 
재점검

•착수보고회의
 - 사전선정평가 시 

성과목표 불명확 
등 미흡한 과제는 
착 수 보 고 회 에 서 
재점검

•착수보고회의
 - 사전선정평가 시 

성과목표 불명확 
등 미흡한 과제는 
착 수 보 고 회 에 서 
재점검

진도관리 및 
연차평가

•연구관리․평가 개선
 - 진도보고회/연차평가시 

공개세미나 및 개방형 
다면 평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제도 수립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조정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 항목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연차평가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연구관리․평가 개선
 - 진도보고회/연차평가시 

공개세미나 및 개방형 
다면 평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제도 수립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조정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 항목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연차평가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연구관리․평가 개선
 - 진도보고회/연차평가시 

공개세미나 및 개방형 
다면 평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제도 수립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조정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 항목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연차평가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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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가 강화
 - 정량평가시 연구선 

사용료 제외
•과제별 종합평가
 -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3년 연구비 배분
•평가위원 Pool의 지속적 

관리 및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확보

평가 강화
 - 정량평가시 연구선 

사용료 제외
•과제별 종합평가
 -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4년 연구비 배분
•평가위원 Pool의 지속적 

관리 및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확보

평가 강화
 - 정량평가시 연구선 

사용료 제외
•과제별 종합평가
 -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5년 연구비 배분
•평가위원 Pool의 지속적 

관리 및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확보

평가결과 반영

•2011년 주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
과제 연구비 차등 
배분

 - 5등급(S‧A‧B‧C‧D)으로 
구분하여 2011년 
계속과제 연구비를 
(10%)~(-15%)로 
차등 배분

•평가의견 반영
 - 계속과제의 경우, 

각 과제별 평가의견
(별첨)을 반영하여 
2012년 계획서 작성

•연구실적(평가결과)에 
근거한 연구비 등의 
차등배분을 통하여 
우수성과 창출의 동기 
부여 및 경쟁력 제고

 - 5등급으로 구분(‘S' 
등급~'D'등급) 하여 
연구비, 인센티브 
차등배분

  ※ 평가결과 60점 이하시 

'D'등급으로 산정하고, 

과제 중단조치 및 

향후 3년간 주요사업 

연구책임자 제한

(종료과제의 경우, 

‘D'등급시 향후 3년간 

주요사업 연구책임자 

제한 조치)

 - 계속사업의 경우, 

연차평가 지적·권고

사항을 차년도 과제

계획서에 반영토록 

조치

•연구실적(평가결과)에 
근거한 연구비 등의 
차등배분을 통하여 
우수성과 창출의 동기 
부여 및 경쟁력 제고

 - 5등급으로 구분(‘S' 
등급~'D'등급) 하여 
연구비, 인센티브 
차등배분

  ※ 평가결과 60점 이하시 

'D'등급으로 산정하고, 

과제 중단조치 및 

향후 3년간 주요사업 

연구책임자 제한

(종료과제의 경우, 

‘D'등급시 향후 3년간 

주요사업 연구책임자 

제한 조치)

 - 계속사업의 경우, 

연차평가 지적·권고

사항을 차년도 과제

계획서에 반영토록 

조치

비고 대덕분원 부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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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정부출연금 예산현황(2010~2014)
(단위:백만원)

구     분 ’10년 예산 ’11년 예산 ’12년 예산 ‘13년 예산
(A)

‘14년 예산
(B)

증(△)감

(B-A) %

합     계 38,206 45,004 55,695 60,951 54,818 △6,133 △10.1

□ 기관운영비 17,689 20,327 23,592 24,848 19,931 △4,917 △19.8

 ○ 인건비 14,003 16,493 19,458 20,601 16,028 △4,573 △22.2

 ○ 경상운영비 3,686 3,834 4,134 4,247 3,903 △344 △8.1

□ 주요사업비 20,517 24,677 32,103 36,103 34,887 △1,216 △3.4

 ○ 기관목적사업 17,030 20,204 27,630 32,077 31,591 △486 △1.5

  <기관고유임무형> 17,030 20,204 23,704 28,544 31,591 3,047 10.7

   ‣ 기관고유사업(계속) 17,030 20,204 23,704 28,544 31,591 3,047 10.7

(기후변화대응 및 해양환경보전강화) 5,871 6,100 5,909 7,486 9,464 1,980 26.4

(미래해양생물자원 개발) 1,415 1,380 1,313 2,182 5,540 3,358 153.9

    - 통영MRC기반 해양생태계 변화
감시 및 활용연구 - - - 1,000 - △1,000 순감

(첨단항만공학 및 해양시스템 기술개발) 2,429 3,049 3,485 3,136 655 △2,481 △79.1

(연구기반 지원 운영사업) 7,315 9,675 12,997 15,740 15,932 192 1.2

   ‣ 묶음 예산 - - - 3,000 - △3,000 순감

  <부처임무형> - - 3,926 3,533 - △3,533 순감

    - 심해용 파력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계속) - - 2,968 2,671 - △2,671 순감

    - 적도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계속) - - 958 862 - △862 순감

 ○ 창의연구사업 3,487 4,473 4,473 4,026 3,296 △730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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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과제별 현황

 〇 사업명 : 기후변화 및 해양재해 대응기술 개발

구 분 연구비 '13년 3,324백만원 '14년 3,508백만원

최종목표

◦지구기후변화가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기후 변동 대응에 필요한 예측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대양 및 우리나라 연근해 해양변화를 진단하고,� 연안재해 대응기술을 개발

하여 피해저감에 기여

◦첨단 해양관측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운용하여 효율적 대응방안 확보 및 사회적 비용 저감에�

기여

사업구성

내 역
�기후변화 예측 및 해양재해 대응기술 개발

사업내용

◦위성기반 연근해 해양환경분석기술 개발

◦저서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연안해저면 플럭스 관측기법 개발

◦해일침수범람지역 예측 기술 및 재해도(Hazard� Map)� 작성기술 개발

◦심해퇴적물 고기후 지시자를 이용한 북태평양순환류 변동성 연구

◦MT-IT� 융합 실시간 관할해역 관측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재해성 파랑의 특성분석 및 예측기술 연구

◦개발도상 연안.소도서국 해양개발 인프라 구축연구

◦기후변화 예측 및 해양재해 대응기술 개발

◦2014년도 주요사업 총괄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 변화가 한반도 주변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상성과

◦북서태평양의 환경 변화가 한반도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량적 평가 및 예측 기술 확보

◦MT-IT가� 융합된 실시간 관할해역 관측시스템 구축

◦연안재해/재해성 파랑 저감 기술 개발 등

성과활용계획

◦대양의 해양환경변화 모니터링으로 한국 주변해 영향 및 기상변화 예측정확도 향상에 기여

◦국내 유일 해저케이블을 활용한 해양/수중음향환경 및 해저환경의 다각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해양환경 실시간 자료 확보 및 해양방위에 기여

◦해양재난 발생시 실시간 예보 및 분석기능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 관리 및 피해 저감 기여

(연간 약 393억원의 피해절감효과 기대)

◦국지해일 정밀예측기술 개발로 2014년까지 연안재해의 10%이상 경감

◦너울성 파랑,� 태풍 파랑,� 이안류 예측기술을 세계수준 대비 85%로 향상

◦환경변화 상시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재해 발생에 대한 신속대응 및 국가�

경제･산업적 손실 최소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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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사업명 :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 관리

구 분 연구비 '14년 6,239백만원 '15년 5,927백만원

최종목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쾌적한 바다를 구현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기술개발

◦입체적 연근해 환경분석기술,� 해양환경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해양환경 예측기술 등의

개발을 통하여 관할해역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사업구성

내 역

�남해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 관리

�동해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 관리

사업내용

◦남해특별관리해역의 해양생태계 건강지수 개발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연구

◦남해생태계 이머징 해양병원체 탐색 및 검출기술 개발

◦황해 저층냉수괴의 거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해양생태계 회복 및 생물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연구

◦남해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 관리

◦동해 심해 극한환경 및 서식생물 특성연구 I� [DEEP� EAST:� 후포뱅크-울릉분지]

◦해양산성화에 의한 연안생태계 영향 진단과 예측

◦섬 효과 규명을 위한 울릉 연근해 특성 연구(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지원)

◦동해 중부연안 해저 Eco-mapping� 및 환경특성연구 (Eco-COAST)

◦동해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 관리

◦환경충격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시스템 개발 (1단계:해양방사능 충격)�

◦황해 저층냉수괴의 거동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상성과

◦해양생태계의 장기적 변화를 예측하는 정량적 예측기술 개발

◦동해 심해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동해 심해 생태계 반응 기작 및 변화�

양상 파악

성과활용계획

◦다기능 동해해양환경 변동 상시 관측시스템 구축

◦동해 해양환경 변동 및 동해 해양생태계 변동 감시

◦해양산성화가 연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진단 및 예측

◦국내 연안생태계를 평가하고 관리와 복원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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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사업명 : 미래해양생물자원 개발

구 분 연구비 '14년 5,540백만원 '15년 5,263백만원

최종목표

◦해양생물 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해양바이오 산업창출을 위한 첨단 해양생명공학 기술

개발

◦주요 생물종의 보존과 활용 연구,� 신생명자원의 개발이용 연구를 통해 해양에 존재하는�

생명자원의 보존과 이용 극대화

사업구성

내 역
�해양생물자원탐사개발 연구

사업내용

◦해양생태계 구조변동 진단 현장적용 기술 개발

◦해양극한 유전자의 신기능 발굴 및 활용기술 개발

◦미세 남조류를 활용한 다목적 미래자원 개발

◦KIOST-biobank� 활용 해양생물 대사체의 생화학적 응용 연구

◦해양생물자원탐사개발 연구

◦열대 태평양기지 자원생물생산 및 기본연구활동지원

예상성과

◦신규 특허 남조류 기반의 기능성 색소 추출 등 고부가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다목적 복합

활용 기술 확립

◦해양포유류와 인간유전체 비교분석을 통한 저산소증 및 대사질환 관련 유용 유전자 발굴

◦지속가능한 해양원료물질로부터 해양‧극한 합성미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화학소재 생산기술

개발

성과활용계획

◦남조류 유래 신물질 개발 등 통합 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신규 고부가 산업 창출 기반 확립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안정적 해외 해양생물 소재 공급망 조성에 활용

◦소재 확보를 통한 MBT� 기반 연구범위 확대에 활용

◦기능성 생물소재 확보를 통한 산업시료 공급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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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사업명 : 해양에너지 및 첨단 항만시스템기술 개발

구 분 연구비 '13년 3,136백만원 '14년 655백만원

최종목표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인류활동의 입체적 공간조성과 편의제공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해양공간 활용 및 미래자원 개발을 위한 해양구조물 기술개발

◦항만 및 연안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시스템 개발 및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 개발

사업구성

내 역
�해양에너지 및 해양공간 이용기술 개발

사업내용

◦천해용 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계류앵커 기술 개발

◦조류발전 시스템 성능향상 기술개발

◦해중터널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해양에너지 및 해양공간 이용기술 개발

예상성과

◦고효율 앵커 개발을 통하여 대형 부유체에 적용하여 계류시스템 설치비용을 50%이상 경감

◦조류발전 모듈 최적설계 및 평면배치 최적화 기술개발을 통한 조류발전 단지 조성 핵심기술

확보

성과활용계획

◦부유식 인공섬 조성 사업에 활용

◦대형 해상부유식 구조물 계류(해상플랜트,� 부유식 풍력,� 해중터널 등)기술로 활용

◦조류발전 모듈 최적화 설계 기술은 고효율 수문형상개발 등에 활용

◦조류발전 배치 최적화 기술은 여타 연안개발 시 영향평가 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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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사업명 : 연구인프라 운영사업

구 분 연구비 '13년 17,740백만원 '14년 16,444백만원

최종목표
◦해양과학분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종합 해양연구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구성

내 역
�주요 연구인프라 운영

사업내용

◦남해연구기지 및 해양연구선 운영

◦열대태평양기지 기본연구활동 지원 및 운영사업

◦해양위성센터 운영

◦해양법 연차대회 운영

◦해양관측조사 표준화 확립사업

◦해양과학도서관 운영 및 해양지식포털시스템 기능 고도화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운영

◦새만금 해양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통영 MRC� 센터 운영

◦해양데이터 관리·운영

◦해외연구거점 구축 및 운영

◦해양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양시료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미래 해양방위기술 개발 전략수립과 수행조직 설계에 관한 연구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수산해양학 분야 연구개발 전략수립 기획연구

◦해양과학기술 홍보 및 KIOST� 브랜드 강화

◦선박사고 기인 해양재난 대응기술 개발 기획연구

◦KIOST� 성과분석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진단 사업

예상

성과

◦열대해역을 대상으로 해양생물소재 확보를 위한 시료 공급

◦이산화탄소 스트레스 유전자 지표발굴을 통한 주요 생물 관리 방안 수립

◦해양관측·조사자료의 정도관리를 통한 합리적 연구성과 도출

◦위성자료를 통한 해양관측조사의 과학적 수치모델 제시

◦기초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우수성과 창출 및 산·학·연 협력

성과활용계획

◦태평양 해외 과학 연구를 위한 멀티 플랜트 구축

◦보다 과학적인 관측․조사자료를 통한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위성센터 운영을 통한 정부,� 연구자 및 대중에게 양질의 정보제공

◦현장접근식 연구지원 기능 강화

◦국가의 융합연구 활성화 정책에 대응한 연구선 활용 극대화 추진

◦선박 및 장착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통한 안정적 운항일수 확보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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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흐름도

구  분 시기 비 고

신규사업 계속사업

⟱ ⟱
선정공고 과제수행

⟱ ⟱
선정평가 연차평가 연말/연초 공개경쟁 및 공개평가 실시

⟱ ⟱
선정 및 연구비 

배분 연구비 조정 연말/연초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비 차등배분

⟱
과제협약체결 연말/연초 원장 ⇄ 세부과제 책임자간 협약체결

⟱
과제착수회 개최 1월중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여부 점검

⟱
과제수행 연중 -

⟱
진도보고회 개최 7월~8월 중간 진도점검

⟱
결과보고(연차평가 등) 11월~12월 연차실적 및 차년도 계획 점검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차년도 2월 연구비 집행실적 점검 및 사업결과물 제출



                                                                                                 

4. 주요사업의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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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요사업의 문제점 분석

 중장기 발전전략(경영목표 등)과의 연계성 부족

 주요사업 선정의 합리성 제고 필요

 ○ 신규과제 선정 원칙(기관목적사업과 창의사업으로 구분) 수립

 ○ 과제 선정방식(연구분야, 발표평가, 선정평가단 구성 등) 및 절차(선정평가위원회 및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등) 마련 등

 주요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과제입력(프로포잘 키트)시 편의성 제고 방안(관리부서 사전점검 등) 마련

 ○ 주요사업비 실행예산 편성기준의 적절성(위탁연구사업비 비율, 연구수당, 회의비 등) 제고

 ○ 주요사업비 사용의 책임성과 재량권의 균형 강화 

 ○ 위탁연구사업 관리 방안(위탁연구기관 선정 및 연구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등) 마련

 ○ 정부출연금 내부인건비 배분 방안(참여율 관리 등) 마련

 ○ 과제착수회, 중간진도보고회 등 개최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기타 유사 중복적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

 주요사업 연차평가의 공정성 제고 필요

 ○ 현행 연차평가 제도(정량평가/정성평가 비율, 평가시기, 평가단 구성 등) 검토

 ○ 평가지표의 적절성 검토 필요

 ○ 연구성과의 질적우수성 반영 방안 마련

 ○ 평가결과 반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주요사업 정산의 투명성 확보 필요

 ○ 정산 제출서류 등 검토

 ○ 불인정 사례 검토 등



5. 주요사업 관리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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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요사업 관리시스템 개선(안)

 추진목표 

 〇 해양연구의 수월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천 및 해양기반 융․복합 연구 추진  

  - 융․복합 연구 활성화, 연구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기/안정적 대형 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발전전략(2012~2020)』의 ‘연구개발전략’ 달성

 〇『사회적 기술』개발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연구개발 수행 강화

  - 해양재해, 해양에너지 등 국가·사회적 요구기술 개발

 〇 국가주도 대형과제의 선행연구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완적 성격의 과제 발굴 및 추진

  - Seed형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창의과제 도출

 기본원칙

 주요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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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리적인 주요사업 선정절차 마련 

주요 개선사항

 주요사업 선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〇 신규과제 선정 원칙(기관목적사업과 창의사업으로 구분)
 〇 과제 선정방식(연구분야, 발표평가, 선정평가단 구성 등) 및 절차(선정평가위원회 및 연구

심의위원회 개최 등) 등

 신규과제 선정방향 및 절차

 〇 개방형/경쟁형 과제선정평가 체제 구축

  - 공모방식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병행

   • ‘해양과기원 발전전략’에 따른 키워드 제시 또는 RFP제시를 통한 신규사업 지정공모 추진 

   • 융․복합 연구 활성화 및 신규 연구사업 개발을 위한 자유공모 실시

  - 평가방식 : 연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를 통한 선정평가회 개최(공개경쟁)

   •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및 전공을 고려한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

   • 신규과제별 상대평가를 통해 연구비 차등배분

   • 평점 70점이상 중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70점 미만시 재공고 실시

  - 기 타 : 엄격한 중복연구 제한 및 경제성평가 추가

 [기관목적사업-고유임무형]

 〇 연구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기/안정적 대형 연구프로그램으로 구성

  - 대형 연구프로그램 구성으로 연구사업의 중장기화 및 연구수행에의 전념(3책 5공) 강화

 〇 과제간 경쟁을 통한 선택과 집중

  -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사업 선정을 통해 선정의 객관성 및 우수과제 도출 기반 강화

 〇 연구실적(평가결과)에 근거한 연구비 차등배분을 통하여 우수성과 창출의 동기 부여 및 경쟁력 제고

 [기관목적사업-연구인프라운영사업]

〇 해양과기원의 연구기반 조성 및 확충,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수행하는 비연구성 사업

 [창의연구사업]

 〇 미래 현안기술에 대한 선행연구 수행(기관역량강화사업)

 〇 세계최고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NSC지원과제 선정․지원

 〇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과제 지원 및 자율적 연구수행 여건 마련을 위한 Lab창의과제, 

신진연구자지원과제 현행 수준 유지

 〇 기관 정책 및 융복합 연구 아이디어 도출(연구정책 및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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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주요 개선사항

 주요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〇 연구계획 수립의 목표지향성 검토·강화

 〇 주요사업비 실행예산 편성기준의 적절성(위탁연구사업비 비율, 연구수당, 회의비 등)

 〇 주요사업비 사용의 책임성과 재량권의 균형 강화 방안

 〇 위탁연구사업 관리 강화(위탁연구기관 선정 및 연구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등)

 〇 정부출연금 내부인건비 배분 방안(참여율 관리 등)

 〇 과제착수회, 중간진도보고회 등 개최의 효율성 제고 방안

 〇 기타 유사 중복적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등

 연구계획 수립의 목표지향성 검토 강화

 〇 ‘Proposal Kit' 입력 단계에서 철저한 과제계획서 검토(연구계획 변경의 최소화 지향)

  - 연구관리부서 사전검토 필요

  -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의 연계성 점검

  - 주요사업비 편성기준 준수 확인

  - 위탁연구 수행계획 점검 등 

 〇 ‘Proposal Kit' 관련 편의성 제고 방안

 주요사업비 실행예산 편성 기준

 〇 직접비 세목 계상기준의 적정성 검토

구 분 2014년 2013년 비 고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계획팀에서 

계획수립· 배분  

연구계획팀에서 

계획수립· 

배분

 전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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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년 2013년 비 고

직접비

과학문화

활동비
필요시 편성 필요시 편성

 연구책임자가 직접 집행

 용도: 연구사업과 관련한 시연회, 

성과발표회 등 연구성과홍보 관련 

비용으로 집행 

※ 연구정책 및 지원사업은 미편성

연구실

안전

관리비

직접비 × 0.3% 이상
직접비 × 

0.3% 이상

 직접비에서 편성하되 집행은 

관리부서에서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집행

※ 연구정책 및 지원사업은 미편성

연구수당

전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배분

.S 등급 : 직접비 × 

4.5% 이내

.A 등급 : 직접비 × 

4.0% 이내

.B 등급 : 직접비 × 

3.5% 이내

.B등급 미만 : 미편성

직접비 × 

3.5% 이내

(고유임무형 중 

연차평가 결과 

'S'인 과제 : 4%)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수당 

차등지급

회의비 직접비 × 1.7% 이내
직접비 × 

1.7% 이내
-

위탁연구

개발비
직접비의 50% 이내

직접비의 50% 

이내
 전년과 동일

간접비
연구계획팀에서 

계획수립· 배분  

연구계획팀에서 

계획수립· 

배분

 전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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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사용의 책임성과 재량성

 〇 연구수행 단계별 연구비 관리강화

단 계 내용
비
고

•1단계 :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연구계획서 작성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필요 

연구비를 정확히 계상
-

•2단계 :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

•3단계 :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연구비는 연구기간내에 집행함이 원칙 -

•4단계 : 정산의 객관성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구비를 통해 증명
-

 〇 연구비 비목 및 세목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구성 

  - 주요사업 관리에 있어 공동관리규정에 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주요사업 비목 편성

기준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상이하여 개선 조치(2014년부터 적용)

  - 주요사업의 직접비 내의 비목을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로 축소하여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사용 재량권 확대 및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연구사업비 실행예산 변경신청 감소에 기여

  - 직접비 세목간 당초예산의 20% 초과 예산변경시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토록 하여 

변경 최소화 지향

구분 2013년 세목 현행(2014년 적용) 세목

직접비

여비 및 교통비 연구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국외여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공공요금,수수료 등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작품제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여비, 특근식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용

회의비
연구과제추진비 2
-회의비

연구홍보비

좌동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지적재산권처리비

연구관리비
연구관리비

좌동
하위과제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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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제 책임자의 자율권(책임 및 강화) 강화를 통한 세부과제간 연계성 강화 및 시너지 제고

 〇 기관목적사업 중과제 책임자는 가급적 분야를 고려하여 연구본부장(소장)을 책임자로 지정하되, 

필요시 연구비 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 부여

    (1순위 : 해당연구본부(소) 소속 과제수, 2순위 : 연구비 규모)

•중과제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1) 권한 : 중과제 목표설정, 세부과제 간 연구내용 조정, 내부인건비 배분, 세부과제의 

관리 및 평가

  2) 책임 : 연구성과에 대한 질적·양적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세부과제에 대한 

종합적 조정·통제, 기관평가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등 작성 지원

  ※ 중과제별 세부과제관리비 지원(중과제 책임자)

  ※ 주요사업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대과제 관리비 편성(제1부원장)

 위탁연구 관리 강화(선정, 평가, 정산 강화)

 〇 주요사업 위탁연구 선정, 평가 및 정산 강화를 통한 연구사업의 내실화 추진

 〇 선정 : 본과제 선정평가시 위탁연구과제 평가 실시(선정 사유서 제출)

  - 30백만원 이상 위탁연구과제 선정시, 연구심의위원회(소위원회 포함)를 통한 선정 심의절차 

추진(위탁연구계획서 및 수행기관 선정사유서 별첨)

 〇 관리 : 위탁연구보고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구관리업무 담당부서의 검수절차 마련 및 시행

 〇 평가 : 별도의 위탁과제평가회를 개최하지 않으나, 위탁연구보고서 접수 후 본과제의 평가와 

함께 실시(전과동)

 〇 정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체정산 실시 및 불인정시 반납 

조치 강화



                                                                                                 - 37 -

 〇 위탁연구 관리 타기관 현황

기관명 내 용

KIST

선정
‣ 별도의 사이트(KIST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각 유관기관에 안내 후 선정

‣ 본과제 책임자가 별도 선정시 선정 사유서 제출

평가
‣ 별도의 위탁연구평가회를 개최하지 않으나 우수위탁과제 선정 후 

포상조치

정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체정산 실시 및 

불인정시 반납 조치 

생명(연)

선정 ‣ 본과제 선정평가시 위탁연구과제 평가 실시

평가
‣ 별도의 위탁연구평가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위탁연구보고서 접수 후 

본과제의 평가와 함께 실시 

정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체정산 실시 및 

불인정 시 반납 조치 

표준(연)

선정 ‣ 본과제 선정평가 시 위탁연구과제 평가 실시 

평가
‣ 별도의 위탁연구평가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위탁연구보고서 접수 후 

본과제의 평가와 함께 실시 

정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체정산 실시 및 

불인정시 반납 조치 

항공우주(연)

선정
‣ 별도의 사이트[항공우주(연) 홈페이지]에 공고 및 선정평가 실시(2인 

이상의 외부평가위원 포함한 5인의 선정평가의원 구성)

평가 ‣ 5인의 내부평가위원 구성 후 평가(본과제 책임자 자체평가)

정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체정산 실시 및 

불인정시 반납 조치 

극지(연)

선정 ‣ 본과제 선정평가시 위탁연구과제 평가 실시 

평가
‣ 별도의 위탁연구평가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위탁연구보고서 접수 후 

본과제의 평가와 함께 실

정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체정산 실시 및 

불인정시 반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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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인건비 배분의 선진화

 〇 정부출연금 내부인건비 배분 선진화

  - 인건비 우선배정부서 연구참여인력 등의 내부인건비 우선 배분(연말 참여율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비비 제외)

  - 나머지 내부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직접비 비율에 따라 선배분하고, 나머지는 각 연구본부장 및 

소장을 통하여 배분
※ 간접비의 경우, 직접비 비율에 따라 전액배분

 〇 참여율 관리 강화

  - 3책 5공 추진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해양수산부)’ 등에 주요사업이 3책 5공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주요사업 대형화 추진 및 참여의 신중한 결정 강화

  - 미지급 지양 : 단순 출장 지원 등을 위한 내부참여연구원의 미지급 연구참여 지양

 과제착수회, 중간진도보고회 등의 개최

 〇 신규과제의 경우, 주요보직자 및 연구관리담당부서 배석하에 공개 진행

 〇 계속과제의 경우, 세부과제책임자 주도의 과제착수회 및 중간진도보고회 등 수행

 유사 중복적 행정절차 개선

 〇 규정/지침별 상이사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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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정한 평가제도 운영

주요 개선사항

 주요사업 연차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〇 현행 연차평가 제도(정량평가/정성평가 비율, 평가시기, 평가단 구성 등) 검토

 〇 평가지표의 적절성 검토

 〇 연구성과의 질적우수성 반영 방안

 〇 평가결과 반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현행 연차평가 제도 검토

 〇 세부과제별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순위 산정

  - 기관목적사업간/기관역량강화사업간 평가하여 결과 적용

 〇 세부과제 추진년차별(1차년도, 계속과제, 종료과제) 정량 및 정성평가의 가중치 차별화

구 분 가중치

신규과제 정량평가(40%) + 정성평가(60%)

계속과제 정량평가(50%) + 정성평가(50%)

종료과제 정량평가(60%) + 정성평가(40%)

 

 〇 세부과제의 연구비(직접비) 규모에 따라 발표시간 차등

연구비(직접비) 발표시간

5억이상 4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5억미만 3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20분)

 〇 평가시기 및 장소(예정) : 매년 11월~12월 / 해양과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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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평가위원단 구성

  -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평가위원 추천의 다각화 및 구성의 다양화

  - 중과제별 특성반영 및 중과제 책임자의 권한강화를 위하여 기관목적사업 평가시, 중과제 

책임자에게 평가권(10%) 부여
※ 중과제 책임자가 세부과제 수행시, 제1부원장 평가

  - 외부전문가(퇴직한 내부전문가 등)를 50% 이상으로 구성하며 피평가자와 사제, 친족, 위탁연구 

수행자(3년 이내 주요사업 위탁연구 수행자 등) 등 이해관계자 평가위원에서 제외(외부위원 명단 

보안 유지)

  - 평가위원 풀 강화(현재 국내전문가 300여명 확보)

   

구 분 기관목적사업 창의연구사업

평가위원 구성

10인 내외
- 중과제별로 외부평가위원 다르게 

운영(외부평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
- 연구자문위원 활용 등

10인 내외
-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
- 연구자문위원 활용 등

평가위원 선임

- 자체 인력풀(산학연관 유관기관 관계자, 정책/기관경영 전문가 등) 
등을 중심으로 평가위원 선임
※ 외부위원의 경우, 이해관계자(3년이내 주요사업 위탁연구 수행자 등) 제외 원칙
※ 평가위원 명단 보안유지

 〇 평가진행

  -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당초 목표 및 최종 성과발표(PPT)

  - 연구책임자와 내·외부 평가위원 및 참관자간의 질의/응답

 평가지표의 적절성 및 연구성과의 질적우수성 반영 방안

 〇 정량평가 : 논문, 특허, 기술료, 홍보, 연구노트 등을 계량화하여 산정

  - 정량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하여 정량평가 만점의 초과점수에 대하여 초과 5점당 1점 산정

(최대 10점)

평가지표 정량지표별 배점

 1. 논문  배점 한도 없음
 2. 저서  배점 한도 없음
 3. 산업재산권  배점 한도 없음
 4. 기술료 수입  배점 한도 없음
 5. 세미나 개최(국내&국제)  최대 10점
 6. 대외 및 홍보활동  최대 10점
 7. 연구노트  최대 10점
 8. 자율지표(과제 특성 반영)
   [국가정책반영, 국제위상 제고(국제세미나 주관), 

교육기부, 산학연 협력강화 등]

 최대 5건, 25점
 (제시 내용 1건당 최대 5점 이내)

     ※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에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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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정성평가 : 연구수행실적 발표를 통한 내·외부 평가위원 서면평가

  - 당초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목표의 적정성 및 성과의 우수성)

  - 정성평가시 과제연차별로 평가지표의 가중치 차등

평가지표
가중치

1차년도 계속과제 종료과제

 1. 목표수준의 타당성 45(%) 20(%) 10(%)
 2. 목표 대비 달성도 20(%) 30(%) 30(%)
 3. 성과의 우수성 20(%) 30(%) 35(%)
 4. 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15(%) 20(%) 25(%)

합 계 100(%) 100(%) 100(%)

 평가결과 반영의 실효성 제고

 〇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미흡과제에 대한 상벌 강화[직접비 및 인센티브 차등배분(세부과제 기준)]

  - 연구비 및 인센티브 차등,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개편 또는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중단 추진

  - 5등급으로 구분(‘S'등급 ~ 'D'등급)

   •등급별 최대 과제수를 제한하여 상대평가제도 보완

  - 계속과제의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차년도 연구비(직접비) 차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평가결과 60점 이하시 'D' 등급으로 산정하고, 과제 중단조치 및 향후 3년간 주요사업 

연구책임자 제한

    •연차평가 지적·권고사항을 차년도 과제계획서에 반영토록 조치

  - 종료과제의 경우 : ‘D' 등급시 향후 3년간 주요사업 연구책임자 제한

  - 평가결과 'D' 등급시 인센티브 미편성 조치 

[2013년 기준]

등급
등급별 최대 과제수

차등배분(안)
인센티브 

차등배분(안)기관목적사업 기관역량강화

S  2개 이내  1개 이내 직접비 10% 증액 직접비의 4.5%

A  9개 이내  3개 이내 직접비 5% 증액 직접비의 4.0%

B 16개 이내  5개 이내 증감 없음 직접비의 3.5%

C  9개 이내  3개 이내 직접비 5% 감액 직접비의 3.0%

D 60점 이하 60점 이하 과제 중단 미편성

 ※ 진도점검 차원의 평가의 경우, 연구비 차등적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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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3년도 연차평가를 기준으로 논문, 산업재산권, 기술료 및 정량평가 총점을 연구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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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4년 주요사업 연차평가 추진계획(안)] 

전년대비 개선사항

 

 평가그룹수 감축

 ○ 세부과제별로 유사분야를 종전 7개에서 4개로, 평가시작일을 11월말로 연기(11. 24~12. 1)

  - 창의연구사업 평가를 기관목적사업과 함께 추진

 성과발표(정성평가)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제시

 ○ 세부과제 책임자의 당초목표 및 최종성과 발표[양식 -PPT(자율양식)]

  - 발표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 당해연도(2014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위탁연구 추진시, 수행내역 및 성과 반드시 제시)

   2) 차년도(2015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위탁연구 계획시, 수행계획 반드시 포함 필요) 

      ※ 계속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제시

 발표시간 연장

 ○ 연구비 5억 이상 : 4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종전 35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 연구비 5억 미만 : 3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20분), [종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평가지표

 ○ 정량지표 

   - 미래창조과학부 ‘표준성과지표(안)’에 의거하여, 정량지표를 5개(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기타)로 재분류

   - 과제특성 반영지표의 경우, 최대 2건, 10점 부여(종전 5건, 25점 부여)

   - 정량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하여 만점의 초과점수에 대하여 초과 5점당 0.5점(최대 10점) 

산정(종전 초과 5점당 1점, 최대 10점)

   - 해당과제와 관련성 검증 강화

 평가결과 적용

 ○ 평가결과 ‘C'등급의 과제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종전 미편성⇛직접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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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개요

 관련근거

 〇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법

 〇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주요사업 운용요령

 목 적

 〇 2014년 주요사업 연구목표 달성도 및 성과의 우수성 평가

 〇 연구사업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의 합리적 활용체제 구축

 2014년 평가대상과제

 〇 평가대상 : 49개 과제(2014년 4월 현재, 세부과제 기준)

구 분 기관목적사업 연구인프라사업

창의연구사업

소   계
NSC지원사업

기관역량 
강화사업

1차년도 과제 4 - - - 4

계속과제 14 14 2 - 30

종료과제 8 - 1 6 15

소    계 26 14 3 6 49
  

 ※ ‘Lab 창의과제’ 및 ‘신진연구자 지원과제’는 별도 평가 실시

 ※ ‘연구정책 및 지원사업’ 및 기관역량강화사업 중 ‘주요사업 연구성과 활용 확산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NSC 지원사업’은 진도점검 수준의 평가 실시

 ※ ‘연구인프라사업’의 경우 예산팀 주관으로 별도평가 진행(예정)

 ※ 추후 신규과제 수행 등으로 평가과제수 조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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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일정

 일시 및 장소

 〇 평가일시 및 장소(안) : 분야별로 총 4개 평가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실시

구 분 분 야 일 시 장 소

그룹 A 기후변화 및 해양재해 대응기술 개발 2014. 11. 24(월) ~ 25(화) 안산본원 서해

그룹 B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생태계 관리 2014. 11. 26(수) ~ 27(목) 안산본원 서해

그룹 C 미래 해양생물자원 개발 2014. 11. 28(금) 안산본원 서해

그룹 D 해양에너지 및 첨단해양시스템 기술 개발 2014. 12. 1(월) 안산본원 서해

 평가방법

 〇 분야별로 총 4개 평가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하되, 결과는 주요사업 중 기관목적사업, 기관

역량강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순위 산정 및 결과 적용 

  - 세부과제별로 추진연차별(신규과제, 계속과제, 종료과제) 정량/정성평가 가중치를 차별화하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순위 산정(세부지표 : 별첨 참조)

구 분 가중치

신규과제 정량평가(40%) + 정성평가(60%)

계속과제 정량평가(50%) + 정성평가(50%)

종료과제 정량평가(60%) + 정성평가(40%)

      ※ 정량적 평가 기준일 : 2013. 12. 1 ~ 2014. 11. 30

      ※ 정량평가 점수산정 방식은 전년과 동일한 기준 적용

 평가(정성평가) 진행

 〇 세부과제 책임자의 당초목표 및 최종성과 발표[양식 -PPT(자율양식)]

  - 발표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1) 당해연도(2014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위탁연구 추진시, 수행내역 및 성과 반드시 제시)

   2) 차년도(2015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위탁연구 계획시, 수행계획 반드시 포함 필요) 
      ※ 계속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2) 제시

  - 2014년 연구비(직접비) 규모에 따라 발표시간 차등

구 분 가중치

연구비(직접비) 5억 이상 4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연구비(직접비) 5억 미만 3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20분)

 〇 연구책임자와 내·외부 평가위원 및 참관자간의 질의·응답



                                                                                                 - 46 -

 평가위원단 구성

 〇 세부과제 책임자 및 연구부서 추천, 자체 인력풀(산학연관 유관기관 관계자, 정책/기관경영 전문가 등)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 평가위원 선정
     ※ 외부위원의 경우, 이해관계자(3년이내 주요사업 위탁연구 수행자 등) 제외 원칙

     ※ 평가위원 명단 보안유지

구 분 기관목적사업

평가위원 
구성

10인 내외
- 평가그룹별로 외부평가위원을 다르게 운영 (외부평가위원 50%이상으로 구성)
- 연구자문위원 활용 등

 〇 중과제별 특성반영 및 중과제 책임자의 권한강화를 위하여 기관목적사업 평가시, 중과제 

책임자에게 평가권(10%)부여
     ※ 중과제 책임자가 세부과제 수행시, 제1부원장 평가

 평가결과 반영

 〇 직접비 및 인센티브 차등배분(세부과제 기준)

  - 5등급으로 구분(‘S' 등급 ~ 'D' 등급)

  - 계속과제의 ‘1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15년도 연구비(직접비) 차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평가결과 60점 이하시 'D' 등급으로 산정하고, 과제 중단조치 및 향후 3년간 주요사업 

연구책임자 제한

  - 종료과제의 경우 : ‘D' 등급시 향후 3년간 주요사업 연구책임자 제한

  - 평가결과 ‘C', 'D' 등급시 인센티브 미편성 조치 

등급
등급별 최대 과제수

차등배분(안)
인센티브 

차등배분(안)기관목적사업 기관역량강화
S 2개 이내 1개 이내 직접비 10% 증액 직접비의 4.5%
A 6개 이내 2개 이내 직접비 5% 증액 직접비의 4.0%
B 12개 이내 3개 이내 증감 없음 직접비의 3.5%
C 6개 이내 2개 이내 직접비 5% 감액 미편성
D 60점 이하 60점 이하 과제 중단 미편성

     ※ 진도점검 차원의 평가의 경우, 연구비 차등적용에서 제외

     ※ 1차년도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수준의 발표를 하며, 평가등급은 ‘B'로 처리

 기타사항

 〇 정량지표 중 ‘세미나 개최실적’의 가산점 증빙자료(세미나 규모 등) 및 ‘연구노트’ 수기작성본

(별첨 참조) 등은 별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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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4년 주요사업 연차평가 평가지표] 

 정량평가 : 논문, 특허, 기술료, 홍보, 연구노트 등을 계량화하여 산정

  ○ 정량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하여 정량평가 만점의 초과점수에 대하여 초과 5점당 0.5점 

산정(최대 10점)

구 분 평가지표 정량지표별 배점

 1. 과학적 성과

 1-1 논 문  배점 한도 없음

 1-2 저 서  배점 한도 없음

 1-3 연구노트  최대 10점

 1-4 세미나 개최(국내, 국외)  최대 10점

 2. 기술적 성과  2-1 산업재산권  배점 한도 없음

 3. 경제적 성과
 3-1 기술료  배점 한도 없음

 3-2 중소기업 지원  최대 10점

 4. 사회적 성과  4-1 대외 및 홍보활동  최대 10점

 5. 기 타
 5-1 과제특성 지표
 [국가정책반영, 국제위상 제고, 교육기부, 산학연 
협력강화 등]

 최대 2건, 10점
 (1건당 최대 5점 이내)

      ※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에서 산정 

 정성평가 : 연구수행실적 발표를 통한 내·외부 평가위원 서면평가

  ○ 당초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목표의 적정성 및 성과의 우수성)

  ○ 정성평가시 과제연차별로 평가지표의 가중치 차등

   

평가지표
가중치

1차년도 계속과제 종료과제

 1. 목표수준의 타당성 45(%) 20(%) 10(%)

 2. 목표 대비 달성도 20(%) 30(%) 30(%)

 3. 성과의 우수성 20(%) 30(%) 35(%)

 4. 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15(%) 20(%) 25(%)

합 계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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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지표별 세부산정 기준]

1. 과학적 성과

 1-1 논문(배점한도 없음)

  〇 실적산정방식 : ∑(해당 점수 / 참여과제수)

등급 분류기준 점수

1등급  SCI/SSCI, SCI/SSCI Expended 등재 학술지  Article IF값

1미만 15
1점이상-3점미만 20
3점이상-5점미만 25
5점이상-10점미만 30

2등급
 SCI/SSCI Expended 등재 학술지로서 IF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Article 10

3등급 비 SCI/SSCI 학술지 Article

학술
진흥
재단

등재 5

후보 3

기  타
학술지

국내 2
국외 3

4등급 Proceedings
Full paper

국내 1
국제 2

Abstract
국내 0.5
국제 1

      ※ 1등급 및 2등급 중 게재 논문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세계최고 10% 이내 저널에 해당될 경우에는 

취득점수에 10점을 추가하여 점수 부과 

      ※ 4등급의 상한점수는 5점으로 제한

      ※ 하나의 논문에 관련과제가 다수인 경우 관련 과제수(주요사업 및 타과제)로 나누어 점수 산정

      ※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이면서 저자인 경우에만 해당점수 부여

      ※ OSJ 및 OPR의 경우 SCI(E)로 인정

 1-2 저 서(배점한도 없음)

  〇 실적산정방식 : ∑(해당 점수 / 참여과제수)

   

구분 분류기준 점수

저서
 국제저서(출판사가 외국인 경우) 20
 국내저서 10

편저
 국제편저

편저자 10
Chapter 집필자 5

 국내편저(해양과학총서 포함)
편저자 6

Chapter 3
역서 - 10

     ※ 하나의 저서에 관련과제가 다수인 경우 관련 과제수(주요사업 및 타과제)로 나누어 점수 산정

     ※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이면서 저자인 경우에만 해당점수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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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연구노트(최대 10점)

  〇 실적산정방식 : 연구노트수(해당과제에서 생산된 연구노트건수)/참여연구원수(참여율 10%

이상 내부참여연구원 수) × 10

  〇 최대 10점까지 인정

  〇 부득이 하나의 연구노트에 여러 개의 과제를 쓰는 경우는 1/과제수로 계산

 1-4 국내·외 세미나 개최(최대 10점)

  〇 해당 사업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최대 10점까지 인정

  〇 국내 세미나 개최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주요사업 참여 

연구원이 발표한 1건당 1점 산정(인트라넷 상 학술활동 신청 건에 한하여 인정)

  

계획
실적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

      ※ 세미나 규모에 따라 가산점 부여(세션 5개 초과시 0.5점 가산)

   -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하며, 동일건은 1건으로 인정(중복 불인정)

2. 기술적 성과

 2-1 산업재산권(배점한도 없음)

  〇 실적산정방식 : ∑(해당 점수 / 참여과제수)

  

분류

특  허
실용신안

의장 S/W
신기술 
등  록

국제 국내

출원 등록
추가
등록

출원 등록 등록

기술
평가
확정
등록

점수 5 10 1 3 6 1 3 1 1 10

      ※ 동일 기술에 대한 국제특허의 경우 최초 1건에 대해서는 출원․등록 점수를 부여하고 추가 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1개국 마다 추가 등록 점수 부가

      ※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이면서 발명자인 경우에만 해당점수 부여

3. 경제적 성과

 3-1 기술료 수입(배점한도 없음) 

  〇 실적산정방식

구 분 1,000만원까지 1,000만원 초과부터
점 수 100만원 당 2점 100만원 당 1점

※ 기술료 : 기술실시 계약에 의해 수입된 기술료로서 타 기관 대체료, 인센티브 전환 기술료, 순수 연구원 

수입 기술료 3가지중 타 기관 대체 기술료는 제외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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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성과

 4-1 대외 홍보활동(최대 10점)

  〇 해당사업과 반드시 관련되어야 하며, 최대 10점까지 인정

  〇 홍보활동은 대외홍보활동처리기준에 따름

구분 내용 점수 비고

대외활동

- 원장이 승인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 국제기구 협력ㆍ지원을 위해 
공식적으로 수행한 활동

   (의제 검토ㆍ제출 실적 등)

1/건(참여기간 6개월 미만 : 
0.5점/건)

연간
5점
상한

홍보활동

- 연구원 역할 및 업무 등에 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언론 홍보
활동

- 연구원 내부에서 외부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강연(세미나 제외) 및 
연구원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외부 
강연 활동

- 시연회, 전시회 등 홍보관련 이벤트 
및 행사 참여

- 공중파방송 출연강연 : 2/건
- 원고(기고문) 작성 : 1/건
- 취재협조 : 현지방문(1/건),  
- 인터뷰(0.5/건),자료제공(0.5/건)
- 정규패널(방송):3회 이상(1), 3회 

미만(0.5)
- 강연 : 1/건
- 기자간담회, 시연회, 전시회 : 주관

(2/건), 참가(0.5/건)
- 견학 : 시설안내(0.2/건), 사업소개

(0.2/건)

연간
5점
상한

5. 기 타

 5-1 과제특성지표[과제 특성 반영(최대 2건, 10점)]

  〇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적 우수실적 중 정량평가로 제시한 실적

  〇 실적산정방식 : ∑[건별(제시 내용 1건당 최대 5점 이내) 해당 점수]

  〇 실적산정기준

  

구 분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점 수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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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세부과제별로 연차평가 실시(안)]

 회의결과

제안내용

•정량적 성과 위주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개별 과제별로 
평가 필요

 주요내용

 〇 현재 주요사업 연차평가는 세부과제별로 정량/정성평가 추진

  - 정성평가는 당초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목표의 적정성 및 성과의 우수성)로 총 4개의 평가

지료로 구성

   •목표수준의 타당성, 목표 대비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〇 세부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 점검을 위하여 정량/정성평가 공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상기 문제 보완을 위하여 기존 방식에서 각 평가비중을 20%이내에서 변경 적용 검토

 〇 개별과제별 연차평가 추진시, 발생비용 대비 효과분석 선행 필요

 검토의견

 〇 개별과제 평가에 대한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필요

[연차평가시 자율지표 확대(안)]

제안내용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과제의 특성에 맞는 자율지표의 확대 필요

 주요내용

 〇 세부과제별 다양한 특성 반영을 위하여 논문, 저서, 산업재산권, 기술료 등의 배점을 동일하게 

적용

  - 기초연구분야(논문실적 위주의 성과도출), 응용 및 실용화 연구분야(특허 및 기술료 위주의 

성과도출) 등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평가 추진

 검토의견

 〇 세부과제별로 제시가능한 자율지표는 현 정량평가 지표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동일 

성과에 대한 이중평가(득점)로 연결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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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평가의 정성평가 변별력 강화(안)]

 회의결과

제안내용

•현행 연차평가의 정성평가 변별력 강화 필요

 주요내용

 〇 2013년도 연차평가 정성평가 점수 분포 

과제명 정성점수 과제명 정성점수

과제 1 80.9 과제 18 88.9

과제 2 83.8 과제 19 89.2

과제 3 84.6 과제 20 89.5

과제 4 84.8 과제 21 89.8

과제 5 84.8 과제 22 89.9

과제 6 85.5 과제 23 90.2

과제 7 86.3 과제 24 90.3

과제 8 86.6 과제 25 90.5

과제 9 86.8 과제 26 90.5

과제 10 87.1 과제 27 90.7

과제 11 87.2 과제 28 90.9

과제 12 87.3 과제 29 91.0

과제 13 87.9 과제 30 91.0

과제 14 88.1 과제 31 91.3

과제 15 88.3 과제 32 92.0

과제 16 88.3 과제 33 93.2

과제 17 88.6 과제 34 94.1

 검토의견

 〇 당초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 연구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최대한 정성적 평가기준을 제시토록 

조치

 〇 정성평가 양식의 정량화 검토(체크리스트화)

 〇 내․외부 평가위원의 평가관련 자료 철저한 사전점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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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개요

평가일정

•평가일자는 가능하면 연초에 미리 확정하여 변동이 없도록 조치 필요
  (11월말~12월초가 가장 적당한 시기 판단)

•평가위원에게 연차실적계획서 배포과정을 단순화해서 제출 일시를 가능한 
늦추는 방안 검토 요망

평가그룹

•‘해양데이터 관리운영’ 사업의 경우 D그룹이 아닌 A그룹으로 조정 필요
 - ‘해양데이터 관리운영’이 A그룹으로 이동할 경우, A그룹은 다시 2개의 

그룹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 

•해양분야가 다학제적이므로 세부과제를 그룹화하는 것이 필연적이나 
사업비 규모가 다양한 사업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대형
사업에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평가그룹 구성시 그룹내부에서만 등급 조정 할지 여부 검토 필요
 - 예시)5개 분야로 조정
  ⇒ 재해와 환경보전을 따로 편성 : 해일 침수, 재해성 파랑, 미세플라스틱, 

환경충격, 해양병원체, 해양산성화
•그룹 조정이 필요한 과제
 - 생태계 구조변동 진단 : C ⇒ B, 저서생태계 모니터링 : A ⇒ B
   ※ 현실적 측면에서 주요 관점이 물리, 화학생물, 지질, 자원 등의 성격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 

1차년도 
과제평가 

•진도점검 수준이 아닌 본격적 평가를 통하여 중단·축소과제 도출/전체 
신규과제 중 10% 중단율 유지 필요

•평가등급을 무조건 B로 하는 것은 반대. 작년과 같이 가중치를 두어 그대로 
실행

•1차년도 과제의 경우 충분한 선행연구가 없는 경우 정량성과를 내기 힘든 
점을 감안하면, 일괄적인 ‘B' 등급 처리는 합리적 

평가결과 
공개

•공정한 평가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소한 동일 평가그룹의 모든 연구
과제 평가결과를 같은 평가그룹에 속한 책임자에게 공개 필요(현재는 해당 
연구책임자에게만 평가결과 공개)

발표시간 
차등

•질의 시간 확대 필요. 연구 결과는 이미 각종 자료를 통해 심사위원에게 
제출하므로 발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제시

 - 5억 이상 : 발표 15분 질의응답 20분

붙임 [현행 주요사업 연차평가 추진(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의견수렴 대상 : 2014년도 주요사업 연구책임자

 의견수렴 기간 : 2014. 4. 22(화) ~ 4. 30(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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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미만 :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5억 미만은 발표 25분을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중과제 
책임자 
평가권

•평가권 부여는 좋으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한 평가 필요

정량/
정성평가 
가중치 
선택

•±20% 수준에서의 조정은 합리적으로 판단되나, 일단 시범적용 필요(단, 
과제 시작 단계에서 책임자가 미리 선택하도록 해야함. 중간에 변경 불가)

정량
지표

 
논문

•질적지표 향상을 위하여 제1, 제2저자 및 교신저자가 참여연구원인 경우
만 포함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갑자기 2014년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무
리한 시도라 판단됨(공지 후 2015년부터 적용 필요) 

•논문점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하향 조정 필요
•해당과제와 관련성 검증 강화 기준 제시 필요. 정량지표 중 “제1저자, 제

2저자, 교신저자가 해당사업의 참여연구원일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한
다는 보다 연구실적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항이 신설된 바, 관련과제 관
련성 검증 강화의 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IF값 10이상인 경우의 점수부여는 문제가 있음. 일부 전공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전공에 따라서는 아무리 훌륭한 논문이라도 이 값에 
해당되는 학술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

 - 대안은 각 전공별 학술지 순위를 매겨 그 퍼센트로(예 : 분야별 상위 
10%) 점수부여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경제적성과 등 5개로 정량평가를 구분하였는데, 
기관특성을 고려하여 각 성과별 가중치 차등 필요(예 : 과학적성과에 가
장 무게를 많이 두고, 그 다음 기술적성과나 경제적성과 등)

•생물학관련 논문에서 1저자와 교신저자는 주요저자로 인정. 공동저자(1
저자 및 교신)의 경우 인정필요(2저자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 

•SCI(E) 논문 실적의 경우 IF 기준이 아닌 분야별 등급 기준(Scoupus의 
4단계 구분) + 최우수 논문(IF 8 이상)으로 구별 필요

 - 질적 수준 제고 측면에서 SCI(E) 논문 등급별 점수폭 확대 필요
   (예 : 15점, 25점, 35점, 45점, 60점)

•관련성이 있는 연구내용에 저자순이 높지 않더라도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다만 배점기준을 낮추는 것이 적절

•논문실적의 경우 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가 해당사업의 참여연구원일 
경우만 실적

 - 제3저자 이상의 공저자도 해당연구 결과의 완성을 위해서는 중요한 
기여를 함. 따라서 제3저자 이상의 논문의 경우는 현행 배점에서 다시 



                                                                                                 - 55 -

구 분 의  견

1/2 정도로 낮은 배점이라도 배정을 하는 것이 타당. 위탁, 의뢰, 사업 
외 공동연구를 통해서도 중요 논문이 생산되며, 주요사업 평가에 해당 
논문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사에 해양과기원 주요사업이 배재되어 
과기원 주요사업의 논문 실적이 일부 감소할 개연성이 있음 

•논문 1등급 SCI/ SCI(E) 학술지의 IF가 10이상인 경우 점수 부여(35점)
 - IF 10이상의 학술지의 경우 논문 게재가 흔한 경우가 아니므로 50점 

정도의 배점 권고 

저서

•저서의 경우 보다 명확한 기준 필요
 - 예를 들어 어떤 저서는 ISBN No.를 갖고 있으나, 보고서처럼 기관 

출판으로 되어 있고 기여자(저자)들이 어떤 Chapter를 작성했는지 
구분이 없는 경우도 있음. 아울러 공동 편집인 경우가 많음 

산업
재산권

•국내특허의 경우 출원이 3점, 등록이 6점으로 배점이 정해져 있는데, 
무의미한 특허 양산을 막기 위해서 점수 하향 조정 바람직하다고 판단

  (2015년부터 적용 필요)

•특허출원, 실적 없는 등록의 경우 등 점수 50%로 하향 조정 필요

•3국 특허로 등록시, 산업재산권 취득 총점에 10점을 추가하여 점수 부과
/특허 지분율에 따른 점수부여는 타당

중소기업
지원지표 

신설

•중소기업지원 지원은 최근 제안된 문제인데 이를 2014년도에 반영한다는 
것은 불합리

- 중소기업지원시 위탁연구비 포함여부 검토 필요
- "연구비 지원과 기타 지원 실적 중복 인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기타 

지원 실적”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증빙하는지 세부설명 필요

•‘중소기업 지원’ 지표 신설에 절대 반대. 직접적인 연구성과와 상관이 없으며, 
일부 위탁연구비 등의 지원으로 해당 점수를 받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면, 
합리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

•10점 → 3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필요

과제특성 
반영지표

•과제특성 반영지표 축소는 타당

기 타

•정량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하여 만점의 초과점수에 대하여 초과 5점당 
0.5점(최대 10점) 산정은 타당

•정책 제안/정책세미나 개최실적 점수화 필요

평가
결과
반영

평가등급 
관련

•“종료과제의 경우 : ‘D' 등급시 향후 3년간 주요사업 연구책임자 제한”과 
관련하여 검토 필요. 예로, 1차년도 S, 2차년도 S, 3차년도(종료년도) D라 
할 경우 향후 연구책임자 자격 제한 여부

 - (수정안) “종료과제의 경우 : 2, 3차년도(또는 마지막 2년간의)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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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등급(또는 C등급 미만)일 경우 향후 주요사업 책임자 자격 제한
    ※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종료과제의 경우 3년간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종합평가

하는 것이 바람직

•D등급을 5개로 구분(D⁺⁺, D⁺, D⁰, D⁻, D⁻⁻)하여 제한조치 차등화

•S~D로 등급 구분에 절대평가 병행 필요. 예를 들어 같은 평가그룹에 속한 
연구과제가 모두 80점 이상인 경우는 최저 등급을 B로 제한 한다든지 
하는 보완책 필요

•평가 등급을 강제 배분하고 있지만 절대평가로 기준 변경 필요(기존 점수
분포 기준으로 기준 점수 제시 가능)

직접비 
및 

인센티브 
차등

•평가등급상 C 등급은 인센티브 반영이 없으나 주요사업 인센티브가 순수한 
목적보다는 정산사업에서 부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다만 1%라도 
지급 필요  

•그룹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그룹간 연구비 조정 필요

평가위원단 구성

•열린 평가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사업 책임자 전원과 원내
주요 연구직 보직자가 참여하는 방법 마련 필요

•반드시 그 그룹의 전 연구분야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외부 평가위원 
선정 필요

•일정자격 보유 필요(연구실적이 상당한 분)

기 타

연차평가 
추진계획 
확정시기

•주요사업은 기관 연구방향 설정에 가장 중요한 것임으로, 차기 원장선임 
후 계획 확정 필요

연차실적
계획서 

제출시기

•10월 30일 제출을 11월5일로 연장 필요. 그 후 기한을 어기면 평가에 
영향을 주는 등의 대안 마련 필요

성과목표 
관련

•유형별 연구개발 성과에 부합하는 성과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술지원
여부, 논문 피인용 횟수, 홍보횟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R&D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 구축하여 차별화 필요

실적의 
과제 

관련성 
검증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리방안 및 방법론 고민 필요

기관역량
강화사업 

평가
•기관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정성적 평가 비중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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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투명한 정산 실시

주요 개선사항
 주요사업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 정산 제출서류 등 검토

 ○ 불인정 사례 검토 등

 주요사업 정산시, 연구책임자가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주요사업 관리부서에서 연구비 정산 실시

 〇 KIST, 생명(연), 표준(연), 항공우주(연), 원자력(연) 등 대부분의 출연(연)에서 주요사업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인정사례에 대하여 지적 및 경고조치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산 실시

 〇 정산절차

연구관리부서 연구책임자

정산서류 제출 요청 정산서류 작성 제출
(연구종료후 2개월 이내) 

⇩

정산서류 접수완료

⇩

검토의견 통보 및 소명서 제출요구
소명자료 구비․ 제출

(5일이내)

⇩

소명서 접수/검토

⇩

원장에게 정산결과 보고

⇩

정산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안내

(연구심의위원회 상정‧의결)
정산결과에 따른 조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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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정산 주요사항

  - 대상사업 : 주요사업 및 자체사업의 “직접비”

  - 수행부서 : 주요사업 관리부서 

  - 세부과제 책임자 : 정산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

  •제출서류 : ① 연구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② 비목별 세부집행 내역서

              ③ 주요사업 및 자체사업 정산 체크리스트 

  •보고서 : 연구종료후 2개월 이내 제출

구분 세부비목 집행내역 입력사항(사용목적)

기술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도서비-도서명-구입수량-용도

세미나비
 00참가비-학회명-회의제목-참가자(세미나개최시 원내

개최자)-장소

회의비  회의내용-참석자-장소

전문가활용비  전문가활용비-전문가명-활용목적-활용기간 등

교육훈련비(국내)
 교육훈련비-교육명-교육목적-피교육자-교육기관-

훈련기간

연구기자재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기자재비  품명-규격-수량, 입고일

재료비  품명-규격-수량

재료시험 및 

분석비
 분석명칭-분석내용(시험횟수, 투입료수 등)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비  인쇄비-용도-수량

공공요금  공공요금-우편료-발송지-용도

복사비  복사비-용도-수량

인화비  인화비-용도-규격-수량

기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내역-용도

제수수료  수수료-내역-용도-발송처

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품명-용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

위탁연구비  위탁처, 위탁책임자, 위탁과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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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비목별 집행 및 정산사항

 〇 공통사항

  - 연구비 집행시 당해과제 수행과 합목적적으로 관련 필요

  - 연구비 집행은 당해연도 협약연구기간내에 집행 완료가 원칙(단, 당해연도 협약종료 월의 

집행분이 협약기간이 지난 다음달에 청구되는 공공요금, 보고서인쇄비 등의 경우 인정)

  -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연구과제의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〇 비목별 집행 및 정산 유의사항  

비 목 집행기준 부적합사례 비고

외부인건비

•협약연구기간내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기간 및 참여율에 따라 
집행하되, 복리후생성 경비(생일
선물비, 경조사비 등)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불인정

•개인별 실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월별 참여율 및 지급내역과 함께 
계좌이체내역 증빙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기간 및 참여율 
조정 포함)시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한 변경절차 필요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기간 및 
참여율 조정 포함)처리 없이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개인별 참여
기간 및 참여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
(생일선물비, 경조사비 등)를 
지급한 경우 

•계좌이체에 의하지 않고 현금
지급 후 개인도장(서명)으로 
증빙한 경우

•기타 집행내역이 해당사업과 
무관한 경우

-

연구기자재․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실제 연구사업에 필요한 실소요경비로 
집행시 인정

•당초 계획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별도의 내부품의 필요)

•연구종료시점(기자재:종료전 
2개월 이후, 재료비:종료전 1개월 
이후)에 연구비 소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당해연도 연구
수행에 기여치 않는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집행)

•연구과제수행과 무관한 재료비 
집행(예)전자수첩,핸드폰,복사
기,팩스,에어컨,선풍기,난방기,
책상,책장 등 범용기자재류

•기관(전체)사용분을 연구비로 
집행한 경우

•컴퓨터 주변
기기(마우스,
저 장 장 치 ,
메모리 등)등 
연구수행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컴퓨터 
성능향상을 
위한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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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집행기준 부적합사례 비고

여 비
•여비는 사전에 출장명령 품의를 

득한 후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별 계좌로 이체함이 원칙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목적으로 여비를 집행한 
경우(타사업평가, 논문심사, 
학회참가, 연구관련 행사 참석 등)

•학회 또는 워크숍 참가시 개최
기관에서 숙박 및 식사 등을 
제공함에도 여비에 숙박비 및 
식비를 계상하여 중복으로 
집행한 경우

•비 참여인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

•여비지급기준에 의거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출장지에서 회의비(법인
카드사용), 서비스이용료(전화, 
음료 등) 등을 추가로 집행한 
경우

•당초 계획되지 않은 국외 출장
(별도의 내부 품의 필요)

•당초 계획된 출장계획의 변경
으로 출장기간이 축소된 경우 
출장복명을 통해 여비를 환수
하지 않은 경우

-

 수용비 및 
수수료

•실제 연구사업에 필요한 실소요경비로 
집행시 인정

•연구종료시점(종료후)에 연구비 
소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는 수용비 집행)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복사비, 
인쇄비, 택배비 등

•공공요금(전화사용료 등)을 
총원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배분하여 집행하지 
않고 일괄 집행한 경우

•핸드폰사용료로 집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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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집행기준 부적합사례 비고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집행목적 상세 기재

•참여연구원(협동기관/참여기관/
위탁기관 연구원 포함)에 대하여 
위원회 수당 및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한 경우

•과제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전문가(경영자문, 회계자문 등) 
활용한 경우

•장기간 정기적․고정적으로 특정
인사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의 성격이 
강하므로 지적 될 수 있음. 
단, 활용기간에 대하여 정기적
으로 활용내역이 기록관리 되는 
경우 제외

•기타 기술
정보활동비 
집행시 집행의 
합목적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재
문서 및 세금
계산서 등 
관 련 문 서 
추가증빙

•국외전문가 
활용시 항공료, 
체재비 등은 
본 세목에서 
집행(여비세목
에서 집행 불가)

•지급기준을 
초 과 하 는 
특별한 전문가 
활용시 사전에 
내부결재를 받아 
전문가활용비를 
집행 및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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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정산제도 개선

 주요내용

 〇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정산지침

세목 사용용도 제출서류 불인정 기준

인건비

•참여연구원 현황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 증빙서류

•전문기관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금액

•계상 가능한 참여율을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금액

•참여연구원 개인별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연구

장비 

재료

비

• 해 당 연 구 에 

사용할 수 있는 

기 기 · 장 비 , 

연 구 시 설 의 

설치·구입·임차·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시 약 (試藥 ) ·

재 료 구 입 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제품(試製品)·

시작품(試作品),

시험설비제작

경비

•견적서, 구매의뢰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서, 검수조서

•외자구매(국외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포함

•내부제작의 경우 지출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3,000만원이상의 연구기자재의 

경우 NTIS 등록증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거나 해당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관련 없는 PC,외장

하드,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 갤럭시탭, 태블릿PC, OA기기 

등 범용성 기자재

•해당연구 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2개월 

이전까지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해당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간 

연구장비 및 시설, 현금대여(단, 현물 계상 

가능)

•기관공통 기자재 및 시설의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연구와무관한 사무기기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실험실 기반구축을 위한 부수적인 성격이 

짙거나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연구개발비 

소진을 목적으로 구매한 재료 구입비

•내부기자재, 시설의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단, 선박임차비의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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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사용용도 제출서류 불인정 기준

연구
과제 
추진
비

•참여연구원 
국내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출장신청서 및 여비
지급 내부기준에 따른 증빙
서류 (단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영수증 하나는 
반드시 첨부)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
관련 서류, 집행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계좌이체 시), 
출장 보고서

•유흥관련비용(주류구입, 심야(23시~6시) 
집행 등)

•미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여비 및 
식대

•실비에 의한 여비처리 시 증빙자료의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금액

•출장 중 회의비식대를 사용한 경우 
출장비 중 해당 식대

•연구와 무관한 출장, 학회참석 등을 
위한 개인성경비    

•연구개발 과제수행을 위해 별도로 여비 
규정을 정하여 집행한 여비

•외부기관의 참여자 없이 내부인원간 
사용한 회의비(각 세부기관간의 회의 
가능)

•연구책임자 날인이 있는 회의록(회의
목적, 일시, 금액, 참석자명단, 회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없이 집행한 회의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한 회의비(단, 
사유가 타당할 경우 인정)

•1인당 적정금액(3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회의비(단, 사유가 타당할 경우 인정)

•특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없이 
사용한 야간 또는 휴일 식대

•식대 중 평일아침 및 점심식대로 
사용한 경비

•식대로 증빙한 내역 중 커피·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식사로 판단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금액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구입·
유지 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
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사무용품비, 
연 구 환 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 입 유 지    
비용 등

•견적서, 구매의뢰서,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서, 검수조서 등

•회의비

•카드매출전표
•사전 내부 품의서 및 회의록, 

연구책임자 날인·목적·일시·
금액·참석자명단·회의내용 
등 포함

•식대
•카드매출전표
•특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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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사용용도 제출서류 불인정 기준

연구
활동
비

•국외출장여비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산출 내역이 있는 
출장 신청서, 출장 보고서 
및 여비 지급 내부기준에 
따른 증빙 서류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집행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계좌이체 시), 출장 
보고서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거나 사전승인 
받지 않은 국외여비

•실비에 의한 여비처리 시 증빙자료의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금액

•출장지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회의비를 
지출할 경우 중복 되는 식비

•연구와 무관한 출장, 학회참석 등을 
위한 개인성경비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해 별도로 여비 
규정을 정하여 집행한 여비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미참여 연구원의 학회참가비
•연구와 관련이 없거나 기관 공통 사용을 

위한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 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 운영비 
성격의 경비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해당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연구기간 외 사용된 공공요금 집행액
•해당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 사 , 인 화 ·
슬라이드제작비 
및 수수료 등

•견적서, 구매의뢰서, 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매출 전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서, 
검수조서 등

•전문가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문헌
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
도입비   등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는 
내부 결재를 득한 품의서, 
전문가 자문확인서, 자문
회의 참석확인서 및 자문
내역, 계좌입금 영수증 등 
제반증빙 구비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는 내부결재를 득한 
품의서,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 수납 영수증, 교육
수료증, 교육비 계좌 입금증 
등 제반증빙자료 구비

•도서 등 정보 자료 문헌  
구입비는 카드매출전표 및 
거래명세서 구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는 
학회등록비 영수증 및 카드 
매출전표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당초 계획대비 20%이상 위탁개발비를 
증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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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평가기준·결과의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지급
신청서, 개인별 계좌 입금증

•미참여 연구구원에게 지급한 수당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기여도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등 1인에게 총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참여
연구원이 1인인 경우를 제외)

간접비
•기관적립을 확인 할 수 

있는 대체문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

하여 간접비를 집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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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4년도 주요사업 제도개선 TFT 추진경과] 

Ⅰ. 개 요
 TFT명 : 주요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TFT

 목  적 

 ○ 주요사업의 선진적 관리방안(선정, 관리, 평가 등) 수립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구  성 

 ○ 위원장 : 제1부원장

 ○ 당연직 : 연구사업개발부장

 ○ 간  사 : 연구계획팀장

 ○ 선임직 : 연구본부(소)별 추천 위원 12명 

부서명 소속 이름

해양기반연구본부
해양환경·보전연구부 정회수

해양순환·기후연구부 강석구

응용기술연구본부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박진순

해양바이오연구부 권개경

특성화연구본부
연안재해·재난연구센터 권재일

해외생물자원연구센터 신희재

해양관측기술자료본부
해양과학데이터센터 최현우

기기검교정·분석센터 강동진

남해연구소
남해특성연구부 김영옥

유류·유해물질연구단 심원준

동해연구소 동해특성연구부 김영일

해양정책연구소 해양환경산업연구실 박세헌

 운영기간 : 2014. 2. 10 ~ 201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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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경과
 주요 추진경과

 ○ TFT운영계획(안) 보고(내부결재) : 2014. 2. 7

 ○ 연구본부(소)별 위원 추천 : 2014. 2. 7 ~ 2014. 2. 10

 ○ TFT 위원 인사발령 : 2014. 3. 5

 ○ 1차회의 개최 : 2014. 3. 19

  - 주요사업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현황 설명 및 토의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설명 등

 ○ 2차회의 개최 : 2014. 4. 23

  - 주요사업의 선정, 관리, 평가, 정산 등에 관한 의견수렴 및 관련내용 토의

 ○ 3차회의 개최 : 2014. 5. 9

  - 주요사업의 선정, 관리, 평가, 정산 등에 관한 의견수렴 및 관련내용 토의(계속)

  - 2014년도 주요사업 연차평가 추진계획(안) 토의 등

 ○ 4차회의 개최 : 2014. 5. 19

  - 주요사업의 선정, 관리, 평가, 정산 등에 관한 의견수렴 및 관련내용 토의(계속)

  - 2014년도 주요사업 연차평가 추진계획(안) 토의(계속) 등

 ○ 5차회의 개최 : 2014. 6. 10

  - TFT 추진경과 공유 등

Ⅲ. TFT 운영결과
 주요내용

 ○ 합리적 선정

  - 주요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자유공모와 지정공모를 균형있게 추진하되, 세부 추진방안은 새로운 

리더십 출범시 경영계획서 등과 연계하여 장기전략 측면에서 검토하기로 함

  - 기관이 지향해야 할 연구분야 제시를 위한 ‘주요사업 전문위원회(가칭)’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연구심의위원회 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함

  -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과제에 대해서도 추후 개선방향 수립 등을 위하여 평가결과 피드백 

조치를 강화토록 함

 ○ 효율적 관리

  - 선정평가/중간점검/연차 및 최종평가의 현 시스템을 유지하되, 형식적 절차를 최소화하기로 함

    (평가시 전문가 참여 강화, 발표시간 확대 검토 등)

  - 정부출연금 내부인건비 배분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준용하되(2014년의 경우, 전년과 동일

기준으로 배분), 차기 리더십 확정시 기관 경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분방향을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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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업 종료시, 종료된 사업의 수행내역 및 성과를 관련부서(연구관리팀, 예산팀 등)에 

이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함

  - 연차별 과제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도록 함

 ○ 공정한 평가

  - 현행 연차평가방식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금년도는 전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

하기로 함

  - 차년도부터 세부과제별로 정성/정량평가 비중을 ‘기준±20%’ 적용을 검토하고, 정성평가 

변별력 강화방안을 강구토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지표의 차년도 반영을 검토하기로 함

  - 연차평가시 평가위원별 평가의견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를 검토하기로 함

  - 세부과제별 연차평가 실시 등은 연차평가의 정성평가 변별력 강화방안 마련시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함

  - 2014년 연차평가 결과 ‘C' 등급 과제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규모는 직접비의 3.0%로 함

(제14-05회 연구심의위원회 의결)

  - 연차평가 발표시간을 연구비에 따라 종전대비 5분(질의응답) 연장하여 금년부터 적용하기로 함

(제14-05회 연구심의위원회 의결)

  - 평가기준의 연초공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함

 ○ 투명한 정산

  - 내․외부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산은 현행대로 추진하되, 추후 정산전담자를 지정하여 정산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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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제안내용

(TFT 1차 회의시 개진된 의견)
현행제도 

개선의견(안)
(상기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

합리적 
과제선정 

방안

•과제선정에 앞서 기관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중장기 
과제 및 RFP 도출 필요. (이를 통해 연구자가 과제의 
방향에 따라 미리 연구팀을 구성하여 준비 가능) 특히 
기관목적사업의 경우 Top-Down 방식의 RFP 제시 필요
(원내 컨센서스 형성 필요) 

 - 단기적으로 TF 구성을 통한 작업 ⇛ 해외 주요 기관 
자문을 통한 RFP 조정

 - 연구인프라운영사업도 인프라로서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선정 및 관리 필요

•주요사업 신규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KIOST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분야, 선정방식 
등 결정

 - 2012년의 경우, RFP제시를 통하여 
과제공모 추진

 - 2013년의 경우, 6개 키워드를 제시하여 
과제 공모 추진

 - 연구인프라운영사업은 예산팀에서 별로 
관리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과제 
및 RFP 도출은 필요하지만, 
항상 자유공모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필요. 즉 
계획에 근거한 Top-Down 
주제와 자유공모에 의한 
Bottom-UP 주제가 항상 같이 
있어야 좋은 과제 발굴 가능

•주요사업비 50% 이상의 부서별 분배 필요
 - 다학제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 특성상 서로 다른 부서나 

분야의 연구과제를 상호 평가하는 것은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임. 이의 해결을 위해 연구비의 일정부분을 
부서별로 배분 필요 

•주요사업비를 활용하여 연구사업 추진시 
선정분야별 공개경쟁방식을 통하여 선정 
추진

•주요사업은 이미 부서별 미션과 
연구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므로 
산술적인 부서별 분배는 불합리. 
현 체제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개발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도 사업 
개발에 문제가 없음 

별첨 [KIOST 주요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의견수렴 대상 : KIOST 주요사업 개선 TFT 위원

 의견수렴 기간 : 2014. 4. 22(화) ~ 4. 30(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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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제안내용

(TFT 1차 회의시 개진된 의견)
현행제도 

개선의견(안)
(상기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

•현장관측이 있는 연구사업의 경우 연구단계를 현행 3년
에서 4년으로 연장 필요

•주요사업은 원칙적으로 연구과제 각 
단계를 3년으로 고정하여 추진

  ※ ‘주요사업 개선 TFT', 연구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결정 필요

•각 개별사업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현장관측 사업만 4년으로 연장
하는 것은 불합리. 연구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하되, 전 
사업을 대상으로 과제특성에 
따라 연구기간은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필요 

•융·복합 연구 선정주체의 일원화 필요

•해양 융복합 기획 연구의 경우, 과제 
선정, 관리, 평가를 2원화하여 추진

 - 선정 및 평가 : 융합연구전략실
 - 관리 : 연구계획팀

•선정·평가/관리의 이원화에 인한 
문제는 없어 보임. 해당 업무를 
가장 잘하는 부서에서 수행하면 됨 

•주요사업 기획(정책)사업 선정시, 기관 목적 및 기능 
부합성 검토 필요

•주요사업 기획(정책)사업 선정시, 기관
미션과의 부합성 검토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중의 선정시스템[1차 : 연구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외부위원 포함), 
2차 : 연구심의위원회 본회의]을 마련하여 
선정 추진

•당연히 기관목적/기능 부합성은 
주요사업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기획사업의 
경우는 내용 제한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기관이 지향해야 할 연구분야 제시를 위하여 ‘주요사업 
전문위원회(가칭)’ 운영(원내외 전문가로 구성) 필요성 
검토

•‘금요 아침회의(매주)’ 및 ‘연구부서 확대
간부회의(매달)’에서 ‘KIOST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기관이 추진해야 할 
연구사업 등을 발굴하고 있으며, 연구
심의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서 이의 
추진여부 등을 심의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고 획기적인 
연구 분야와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기존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잘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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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제안내용

(TFT 1차 회의시 개진된 의견)
현행제도 

개선의견(안)
(상기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

•선정평가위원회를 연구심의위원회 위원과 기타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창의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아이디어 보안을 
위하여 명예연구위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기관목적사업의 경우 선정평가시 
내부(명예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

•평가위원은 개인별 편차가 워낙 큼. 
정답은 없으며 내외부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여 구성하는 원칙 
준수

•장기적 관점에서 기관목적사업의 경우, 현재의 소과제를 
중과제로 묶는 방식이 아닌 대형 중과제 중심의 과제 
편성 필요

•세부과제 중 유사분야를 그룹핑하여 
중과제로 관리

  ※ 추후 중장기적으로 유사 연구분야 수행과제의 
통합을 통한 과제의 중대형화 추진 검토

•현재 4개 분야는 워낙 큰 주제로 
전체를 중과제로 묶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 어차피 옴니버스 
형식으로 과제를 구성할 수밖에 
없음. 단, 애초에 4개의 대분야를 
중심으로 제대로된 중장기 연구
계획과 로드맵을 구성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 향후에는 
기존 사업들을 짜깁기한 수준이 
아닌 새로운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해당 대분야 밑에 
중분야 수준의 과제는 중장기 
계획단계에서 기본 키워드는 
만들어져야 함. 과제를 중대형화 
할수록 반대로 기관역량강화 
사업(직접비 1-3억) 수준의 
개별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같이 확대하여 만들어 
놓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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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제안내용

(TFT 1차 회의시 개진된 의견)
현행제도 

개선의견(안)
(상기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

•기관 중장기 연구로드맵의 확립을 통하여 유기적 연결성을 
보여주는 과제 선정 필요

 - 전체 마스터플랜의 구성에 있어 연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당해연도마다 정부의 수요와 
시급성에 따른 연구비 편성(기획과제 포함) 필요

•‘해양과기원 발전전략’에 의거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되, 정부 국정과제, 
기관 현안사항 등을 고려하여 과제 추진

•상기 의견 참조

•과제 선정의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 

•과제선정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 충분한 과제공모 공지기간 부여 및 

전직원 안내
 - 공개경쟁 발표평가 시행
 - 외부평가위원을 50% 이상 위촉하여 

활용(평가위원 명단 보안 유지) 등 

•현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지정
공모 주제 선정임. 어떤 사업을 
연구소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투명하지 못한다고 
연구원들이 느끼는 것이 문제임. 
과제의 선정 자체는 내부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행 체제
(충분한 공지지간, 전직원 안내, 
공개경쟁)의 경우 문제가 없어 
보임 

•과제 탈락시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 
필요

•탈락된 과제에 대하여 선정결과 통보 
조치

•불성실과제의 경우, 중간에 
중단되는 사업도 나와야 정상임. 
당연히 탈락과제에 대한 평가 
정보와 평가위원 의견은 전달
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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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제안내용

(TFT 1차 회의시 개진된 의견)
현행제도 

개선의견(안)
(상기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

효율적 
관리 방안

•주요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 제정 필요
•주요사업 운용요령, 연구업무 관리규정, 

위탁연구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관리

•지침이 정해지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지속 필요

•연구사업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를 강화하고 연차평가 
간소화 추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구사업비 및 인센티브 등 차등적용

•모든 평가가 잘 되어야 함. 
특히, 현행 연차평가는 너무 
간소한 수준으로 오히려 강화 
필요. 과제별로 전문 심사위원 
숫자를 늘리고, 발표, 질의응답, 
평가서 작성 시간 등을 늘려야함 

•연구관리부서의 연차별 사업관리 일관성 확보 필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일관성 있는 

주요사업 관리 추구

•지침은 정해서 최소한 정해진 
기간(예; 5년)은 미세한 변경
이외에는 변경 지양 필요. 
과제 계획 단계에서 관리/
평가 지침을 고려하여 과제를 
설계하기 때문에 중간에 관리
/평가 지침이 바뀌면 혼란 발생. 
특히 미세한 변경사항도 당해
연도 과제 시작 전 (전년도 
12월 또는 당해연도 1월 초)에 
반드시 공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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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제안내용

(TFT 1차 회의시 개진된 의견)
현행제도 

개선의견(안)
(상기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

•연구인력 인건비의 ⅔를 출연금 내부인건비로 충족 필요

•정부출연금 내부인건비 배분과 관련하여
 - 인건비 우선배정부서 및 인건비 확정

사업에 배정하고, 나머지 배분 추진
액의 80%는 직접비 비율에 따라, 
20%는 연구본부(소)장을 통하여 배분
(유사전공 융복합과제 수행을 위한 
관련연구자 참여 유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 타사업 
수행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인건비 배분액은 
과제 협약당시에 반드시 결정
되어야 함. 2013년처럼 공란으로 
두고 뒤에 배분되는 오류는 
재발방지 필요

•과제 종료시, 과제를 대형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마련 필요

•유관부처 및 산학연 관련자를 초청하여 
‘주요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가시적 성과 및 개최예산 등의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함

•각 과제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몫이지만, 연구성과 홍보 및 
설명 시 연구원 차원에서 
지원 필요 

•착수보고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중간평가발표회 등 
사업별로 불필요한 관리 프로세스는 연구책임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진행 필요

•관련규정(주요사업 운용요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연구책임자가 착수보고회 및 
중간진도보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결과보고

•착수보고/중간진도 보고는 현 
수준에서 과제별 자율시행이 
바람직 

 - 착수보고회는 시작년도를 제외
하고는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 필요

•중과제가 연계성이 높은 과제들로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중과제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및 이를 통한 
과제 관리 필요 

•중과제 책임자들에게 세부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평가권(10% 내외), 
정부출연금 내부인건비 배분권(가용액의 
20% 내외) 등의 권한 및 내·외부 관련
자료 작성 총괄 등의 책임 부여

  ※ ‘14년 신규사업의 경우, 통합하여 착수보고회 
개최

•중과제 책임자의 평가권 및 
내부인건비 배분권의 실효성에 
대해서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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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제안내용

(TFT 1차 회의시 개진된 의견)
현행제도 

개선의견(안)
(상기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

•연구행정 간소화 노력 지속 필요
•반복되는 행정업무 등을 시스템화하였으며, 

불필요한 자료작성 등을 지양하기 위해 
노력

•수시로 의견수렴 및 내용 파악
하여 간소화/시스템화 필요

 - Proposal kit의 간소화 필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다시 인트라넷에 
입력하는 것은 이중업무)

공정한 
평가 방안

•부서와 분야별 평가기준 마련 필요
 - 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정량적 지표들에 대한 부서별 

평가 지표 마련(연구비당 논문 수 등)
 - 논문평가와 관련하여 등급간 배점 강화 필요

•부서와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평가시 논문, 특허, 기술료 등 
정량지표 배점에 한도를 두지 않음. 
논문의 경우, SCI(E)와 기타 논문을 
구분하여 IF값에 따라 배점 차등

   ※ ‘주요사업 개선 TFT’, 연구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방안 마련

•현 수준에서도 과제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각 개별/부서별 특성을 반영
하여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경우, 평가의 변별력이 없어짐. 
평가는 수행이 잘되고 있는 
과제와 그렇지 못한 과제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너무 
특화/구별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함 

•미래창조과학부 제시 평가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준용 필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지표의 적극적 반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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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제안내용

(TFT 1차 회의시 개진된 의견)
현행제도 

개선의견(안)
(상기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

•전문분야의 평가위원이 해당 전공만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

•‘13년 연차평가시 유사 연구분야별로 
평가그룹을 정하고 해당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활
용. 위촉된 평가위원은 해당그룹 전과
제 평가 수행

※ ‘주요사업 개선 TFT’, 연구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검토

•대분야별로 평가위원 선정을 
하여 평가하되, 발표/평가시
간을 더 늘려야 함 

•평가시 논문실적의 배점을 높여 논문의 질적 향상 유도

•부서와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평가시 논문, 특허, 기술료 등 정량
지표 배점에 제한을 두지 않음. 논문의 
경우, SCI(E)와 기타 논문을 구분하여 
IF값에 따라 배점 차등

•현 수준의 국내외 논문 및 
SCI학술지 IF 반영은 차이를 
충분히 두고 있음 

•현행 연차평가의 정성평가 변별력 강화 필요
•세부과제 추진연차별 정량/정성평가 

가중치를 ±20% 범위내에서 연구책임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

•시범시행을 하되, 가중치 선
택 시기는 반드시 과제 협약
단계에서 결정 필요. 과제 수
행 중에 과제 유리하게 가중
치를 바꾸는 일이 발생하면 
안됨 

•현재 C, D 등급의 경우 연구수당을 미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연구자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선 필요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 차등
지급

 - S 등급 : 직접비 × 4.5% 이내
 - A 등급 : 직접비 × 4.0% 이내
 - B 등급 : 직접비 × 3.5% 이내
 - C등급 이하 : 미편성

•차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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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제안내용

(TFT 1차 회의시 개진된 의견)
현행제도 

개선의견(안)
(상기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

•각 과제별 단계종료까지 평가위원 고정 필요

•전년도 외부평가위원 중 일부위원의 
재위촉을 지향하나, 외부평가위원들의 
일정 등으로 인해 2/3 이상이 변경

  (일부 외부위원의 경우, 재위촉)

•각 과제별 평가위원이 고정되면 
사업 내용 파악의 연속성이 
있어 유리하나, 위원 선정 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유지되도록 노력 필요 

•연차평가시 해당분야에 깊은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peer review 방식의 
강화 필요

•현재 주요사업 연차평가단 구성시 
해당분야에 조예가 깊은 외부 산학연관 
관계자를 50% 이상으로 구성

•최대한 노력 필요 

•정량적 성과 위주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개별 과제별로 평가 필요

   ※ 주요 고려 사항 - 주요사업은 철저하게 고유 임무를 중심으로 
외부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우리 기관의 대표 과제로서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평가도 그에 준하여 추진)

•세부과제별로 정량/정성평가 추진
•상대평가방식과 절대평가방식(기준 점수 

이하시 과제종료)이 혼합된 평가 추진

•정량/정성이 모두 포함된 평가 
필요. 기존 방식에서 20% 변경 
지침을 적용해서 평가 시도한 후, 
결과 점검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과제의 
특성에 맞는 자율지표의 확대 필요

•기초연구분야(논문실적 위주의 성과도출), 
응용 및 실용화 연구분야(특허 및 기술료 
위주의 성과도출) 등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지표를 최대 5건, 25점 규모로 
제시 

•현재 성과지표로도 충분히 
다양한 특성을 반영 가능

•평가위원의 심사 근거가 명확하게 피평가자에게 전달
되어 연구결과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보다 섬세한 
평가 과정 필요 

•각 평가자들의 정성평가 의견을 종합하여 
피평가자에게 전달, 과제계획서 작성시 
해당내용을 반영토록 의무화함

•평가의견의 가감없는 전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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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제안내용

(TFT 1차 회의시 개진된 의견)
현행제도 

개선의견(안)
(상기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

•연구비에 따른 발표시간 조정 개선 필요(동일시간 부여)

•연구비(직접비) 규모에 따라 발표시간 
차등

 - 직접비 5억 이상 : 35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 직접비 5억 미만 :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주요사업의 연차평가는 해양
과기원 최대의 행사가 되어야함. 
시간/예산 구애받지 말고 과제의 
예산/특성에 맞는 평가되도록 
평가 계획수립 및 시간 배정 
필요 

•연구비에 따른 차등평가 필요
•연구비(직접비) 규모에 따라 발표시간 

차등
•발표/평가시간 확대 필요

•정량지표 실적(논문, 특허 등)이 연구비와 비례하지 않음. 
이에 대한 평가제도 보완 필요

•‘주요사업 개선 TFT’, 연구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제도 개선 추진

•연구비와 논문/특허의 숫자는 
비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 
반대로 더 대형사업은 수준 
높은 논문을 써서 평가 점수를 
더 받을 수도 있음. 평가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느냐의 
문제임 

- 대형연구사업의 경우 사업비에 
걸맞는 연구실적 생산이 필요
(연구비 1억당 논문, 특허실적
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불리
하겠지만 소형과제보다 더 실적이 
저조하거나 소형과제와 유사
한 정도의 실적을 내는 것은 
문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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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제안내용

(TFT 1차 회의시 개진된 의견)
현행제도 

개선의견(안)
(상기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비 증감이 연구사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주요사업 
개선 TFT, 연구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결정

•평가결과를 연구비 배분에 일정 
수준 반영할 필요가 있음. 지금 
5-10% 수준은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음 

•평가기준의 연초 공지 필요

•‘13년 연차평가(안)을 마련(2013. 4)하여 
연구부서 간담회(’13. 6)를 통하여 
의견수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평가 
추진계획(안)을 내부결재(‘13. 7), 연구
심의위원회(’13. 8)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후 전직원 공지(‘13. 8)

   ※ ‘주요사업 개선 TFT' 운영 및 연구부서 
의견수렴 후 평가기준의 공지 예정

•평가(안)은 전년도 12월에 마련
하여 당해연도 1월에 무조건 
확정해서 공지 필요. 그래야 
사업 계획 단계에서 평가지표를 
반영. 사업 진행 중에 평가(안)이 
변동되면 안되며 이는 반드시 
개선 필요

투명한 
정산실시 

방안

•정산 관련 연구책임자 부담 및 관련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정산의 간소화 혹은 별도의 정산팀 운영 필요

  - 연구비 정산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연구비 
집행 후 해당사항을 모두 입력하여 정산시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주요사업 정산시, 연구책임자가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연구계획팀에서 연구비 정산 
실시

•연구비 정산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준하는 방식으로 강화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처럼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이 결코 연구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음

•일정 범위 안에서는 연구비를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정산 최소화 필요

 - 정산은 Peer review에서 문제가 있는 과제에 한하여 
실시

•‘12년 연구사업비 정산을 사전점검 
차원에서 활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주요사업 개선 
TFT, 연구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엄밀하게 정산하되, 경직되지 
않게 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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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제안내용

(TFT 1차 회의시 개진된 의견)
현행제도 

개선의견(안)
(상기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

기 타

•논문의 경우 IF 기준이 아닌 quality 기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향으로 재조정 요구

•논문 평가 지표
 - SCI급 논문의 경우 Scoupus의 기준에 따른 4단계 등급 

및 super journal(NSC, PNAS 등과 IF 10 이상)로 
5단계로 구분하여 배점 부여(25, 30, 40, 50, 80점?)

    ※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관점에서는 국문지에 특별호를 
구성하여 논문 점수를 채우는 것은 지양 

•부서와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평가시 논문, 특허, 기술료 등 정량
지표 배점에 제한을 두지 않음. 논문의 
경우, SCI(E)와 기타 논문을 구분하여 
IF값에 따라 배점 차등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지표의 적극적 반영 예정

•현재 수준도 충분히 변별력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세미나 개최가 대부분 성과 도출을 위한 행사이므로 
이에 대한 점수 부여 지양 필요 및 세미나, 학회 등에의 
초청발표의 경우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므로 
가점 부여 필요

•국내외 세미나 개최실적을 최대 10점
까지 인정

 - 국내 세미나 개최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주요사업 참여 연구원이 발표한 1건당 
1점 산정(인트라넷 상 학술활동 신청 
건에 한하여 인정)

 - 세미나 규모에 따라 가산점 부여(세션 
5개 초과시 0.5점 가산)

    ※ ‘주요사업 개선 TFT’, 연구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제도 개선 검토

•여러 형태의 세미나 개최가 
있어 어려운 분야임. 진정한 
성과확산/토의를 위한 세미나가 
있는가 하며, 평가점수를 
받기위한 개최도 일부 있음. 
하지만 현 수준의 평가는 
어느정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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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안건 주요내용 회의결과 비고

1. 중과제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관련

•중과제가 연계성이 높은 과제들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중과제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및 
이를 통한 과제 관리가 필요함 

•정부출연금 내부인건비 배분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준용하되, 
차기 리더십 확정시 기관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분방향을 
결정토록 함

- 2014년의 경우, 전년과 동일 기준
으로 6월중 배분 추진(예정)

-

2. 연차평가 
결과반영 

•C, D 등급의 경우 연구수당을 
미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연구자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2014년 연차평가 결과 ‘C' 등급 
과제에도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것으로 하되, 규모는 추후 확정
하기로 함

•연구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하여 최종
규모 확정

  (직접비의 3.0%)

3. 연구비 
규모에 
따른 
차등평가

•연구비에 따른 차등평가가 필요함

•정량지표 실적이 연구비와 비례
하지 않음. 이에 대한 평가제도 
보완이 필요함

•현행 평가방식의 합리성이 인정
되므로 금년도는 전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토록 함

•차년도부터 세부과제별로  정성/
정량평가 비중을 ‘기준±20%’ 적용을 
검토하고 정성평가 변별력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함

•차기 회의시 

정성평가 

점수를 

도식화하여 

제시 필요

  (별첨 참조)

4. 정산제도 
개선

•정산 관련 연구책임자 부담 및 
관련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정산의 간소화 혹은 별도의 정산팀 
운영이 필요함

•정산은 현행대로 추진하되, 추후 
정산전담자를 지정하여 정산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하는 것이 필요함

-

5. 세부과제별로 
연차평가 
실시

•정량적 성과 위주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개별 과제별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정성평가 변별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하기로 함

-

6. 연차평가시 
자율지표 
확대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과제의 특성에 맞는 
자율지표 확대가 필요함

•정성평가 변별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하기로 함

-

7. 연차평가의 
정성평가 
변별력 강화

•현행 연차평가의 정성평가 변별력 
강화가 필요함

•정성평가 변별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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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개정)

- 성과목표·지표 설정 가이드라인 -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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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및 성과지표 분류

1  개 요

□ ‘질 중심 성과평가’의 기반이 되는 성과지표의 표준 분류를 정립하고

적용 가능한 성과지표를 보급하기 위해 제정

ㅇ 질적 성과지표란, 성과지표 유형* 중 산출지표의 속성을 지니거나, 결과

지표의 특성을 지니면서 연구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질적 성과지표의 개념은 본 가이드라인의 p. 24∼25를 참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국과심)에서 5대 성과분야별

109개 지표를 1차 개발(’13.10월)

- 1차 개발 이후 109개 지표를 일부 보완하여 총 152개* 지표로 구성

* 152개 지표 중 질적 지표는 104개

2  성과지표 분류

□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과 점검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층적 방법에

근거하여 분류

ㅇ 연구개발 성과를 계층화함으로써 성과지표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성과

지표 설정의 논리적 체계성 확보

□ 3단계 계층으로 성과지표 체계를 구성

※ <1>대분류(성과분야) - <2>중분류(성과유형) - <3>소분류(성과지표)

① 대분류(성과분야): 연구개발 성과가 영향을 미치는 5개 분야로 구분

※ 1) 과학적 성과, 2) 기술적 성과, 3) 경제적 성과, 4) 사회적 성과, 5) 인프라 성과

② 중분류(성과유형): 5개 성과분야에서 사업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무형의 산출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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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과학적 성과: 논문, 생명자원, 화합물 등

⑵ 기술적 성과: 특허, 콘텐츠, 소프트웨어, 기술노하우 등

⑶ 경제적 성과: 기술계약, 매출액, 일자리·창업(산업), 중소기업지원, 표준화 등

⑷ 사회적 성과: 인력양성, 일자리·창업(공공), 과학문화, 국제교류 등

⑸ 인프라 성과: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무기체계 확보 등

③ 소분류(성과지표): 평가 대상이 되는 산출물의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구성

3  활용 방법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사업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특히 사업 유형별 핵심성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함

ㅇ 기초연구 유형 사업은 과학적·기술적 성과 중심, 단기·중장기산업기술

개발 유형 사업은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

ㅇ 사업유형별 핵심성과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5대 분야별 성과지표」

에서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음

* 성과지표의 설정 방법은 본문 「Ⅴ. 성과지표」를 참조

* 사업 유형별 핵심성과는 본문 p.27 <사업유형별 핵심성과>를 참조

□ 사업유형별 핵심성과에 부합한 5대 성과분야별 지표를 선택해도 「성과

목표·지표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기준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함

ㅇ 5대 분야별 성과지표에서 선택된 성과지표라도 「성과목표․지표 설정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성과목표․지표 점검 시

부적절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85 -

□ 성과지표의 설정은 5대 성과분야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가 복수의 성과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합지표」를 설정

ㅇ 5대 분야별 성과로 측정이 되지 않는 복합 분야의 성과측정시 ‘복합지표’를

구성하여 성과를 측정

ㅇ 한 성과분야가 다른 성과분야로 확산되는 수준을 성과로 측정할 때 주로

활용

- 연구개발의 주요 결과물인 논문, 특허 등의 과학적·기술적 성과를 경제적·

사회적 성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인 성과확산 유형 사업 등의 성과를

측정 시 활용 가능

ㅇ 아래의 예시를 참고

- (과학적-기술적 성과 복합) 특허 등록 건수(기술적 성과) /논문 건수(과학적

성과) => 논문 대비 특허 등록율

- (기술적-경제적 성과 복합) 기술료 수입액, 지원 대상 기업 매출액 등(경제적

성과) / 특허 등록 건수(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건수 대비 기술료 수입액,

특허 등록 건수 대비 지원 대상 기업 매출액 등

□「5대 분야별 성과지표」의 성과지표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사업의 맥락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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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논문을 주요 성과로 하는 기초과학 육성 사업의 활용 사례

[논문 관련 성과지표를 사업에 적용한 예시]

성과지표

(「5대 분야별 질적 성과지표」)
성과지표 적용

논문

성과의

우수성

1) 최소 양적 성과 ∘00건(Pass/Fail)

2) 게재 학술지 우수성

(표준화된 영향력지수)

∘상위 25~50% 논문의 평균값
(0~100점)

3) 논문 우수성
(표준화된 피인용 지수)

∘상위 25~50% 논문의 평균

□ (최소 양적 성과) 사업 성과로 창출할 최소한의 논문 건수에 대해 사전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평가 시 이의 달성 여부를 확인

* 미통과하는 경우 목표치 대비 실적 비율에 따라 논문 성과 점수 삭감

□ (게재 학술지 우수성)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
’를 활용

*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표준순위
영향력지수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40이상

40미만-
20이상

20미만

질적성과
배점비율

100% 80% 60% 40% 20%

□ (논문 우수성) 질적 평가 대상 논문의 표준화된 피인용 지수

* 논문 발간 시점과 평가 시점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선정



                                                                                                 - 87 -

[사례 2] 원천특허 확보를 주요 성과로 하는 사업

[특허 관련 지표를 사업에 적용한 예시]

성과지표

(「5대 분야별 질적 성과지표」)
성과지표 적용

특허

성과의

우수성

1) 최소 양적 성과 ∘00건
*
(Pass/Fail)

2) 3극 특허 수 ∘0건

3) K-PEG(또는 SMART 값) ∘상위 25~50% 특허의 평균

* 특허의 등록 건수만 인정

□ (양적 성과) 사업 성과로 창출 가능한 특허 등록 건수에 대해 사전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평가 시 이의 달성 여부를 확인

※ 미달성인 경우 목표치 대비 실적 비율에 따라 특허 성과 점수 삭감

□ (3극 특허) 3개국에 모두 출원된 상황에서 3개국 등록(100%), 2개국 등록

(75%), 1개국 등록(50%), 3개국 출원중(25%) 인정

□ (질적 가치 값)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K-PEG 또는, 발명진흥회에서 제공

하는 특허 평가시스템(SMART*)으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를 평가

* SMART는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가장 낮은 등급인
C는 1점, 가장 높은 등급인 AAA에는 9점을 부여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SMART 값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질적성과
배점비율

100% 80% 60%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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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대 분야별 성과지표

1  과학적 성과 분야

○ 분야 특성

- 순수 과학 또는 직접적으로 응용·개발과 연관성이 적은 분야의 성과

- 기초연구적 성격으로 모든 영역의 기본 원리로 적용이 가능한 성과

○ 성과유형(산출물) 및 성과지표

※ 주요 성과유형: 국가 연구개발 8대 성과물 중 과학적 수준을 나타내는 논문,

생명자원, 화합물 등

◊ 논문

- SCI(E)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되, KCI 등재저널(후보

제외)도 포함

※ 논문의 유형(full paper, short paper, note, comment, review 등)에 따라 인정 비율

차별 운용

- 게재 학술지의 수준을 대표하는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와 논문의 수준을

대표하는 피인용도 지수를 기본으로 활용

※ 영향력지수와 피인용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복합적 지수의

활용도 가능

- 논문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제1저자, 제2저자 또는

교신 저자가 해당 사업의 참여 연구원일 경우만 성과로 인정

◊ 생명자원 /화합물

- 생명자원 / 화합물 등록 및 그 내용을 성과지표로 설정함으로써 국가

자원으로 관리체계 확립에 기여

※ 질적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등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착수 초기 사업

등에서 양적 성과지표 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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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 정부 주관 우수성과에 선정되거나, 민간에서 운용하는 권위있는 포상을

수여받는 경우 성과로 인정(가산점)

《 과학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

중분류 소분류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는 질적 지표)

논문

①

논문

(SCI급)

⑴ 게재 학술지의

우수성

ᆞ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ᆞ분야별 영향력 지수★

ᆞ분야별 보정영향력 지수★

⑵ 개별논문의 우수성

ᆞ표준화된 피인용 지수★

ᆞ분야별 피인용 지수★

ᆞ고피인용도 논문 수★

ᆞ즉시성 지수★

⑶ 집단논문의 우수성
ᆞ기관별 우수논문 생산 지수★

ᆞ기관별 지식확산 지수★

ᆞ기관별 영향력 지수★

⑷ 양적 성과
ᆞ최소 논문 건수
ᆞ10억원(1억원)당 논문 건수

⑸ 저자의 연구업적 ᆞh-지수(군)*★

(6) 저자 역할 ᆞ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 등
(7) 국제공동연구실적 ᆞ국제공동논문 게재 비율
(8) 논문 성과확산

(복합지표)

ᆞ논문 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ᆞ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②

논문

(KCI)

(SCI급과 동일) ᆞ(SCI급과 동일)

신자원
·

물질

③

생명

자원

⑴ 수집 실적 ᆞ생물자원 수집 실적

⑵ 활용도 ᆞ생물자원 분양 실적

④

화합물

⑴ 양적 성과 ᆞ등록 건수

⑵ 활용도 ᆞ화합물 활용 실적

사회적
평가

⑤

포상

⑴ 민간 포상(국내, 국제) ᆞ포상 권위 / 포상 등급★

⑵ 정부 포상 ᆞ정부 선정 우수성과★

* 특정 연구자의 h-지수가 A라면, 해당 연구자의 논문 중 피인용횟수가 A 이상인 논문이 A편

게재하였다는 의미(우수연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력 사업에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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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성과 분야

○ 분야 특성

- 직·간접적 산업적용을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 분야의 성과

- 콘텐츠,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기초·응용 단계 구분이 어렵고 그 특성상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성과

※ 기술료 획득, 매출액 발생 등 경제성과 실현 직전까지의 성과로 정의

○ 성과유형(산출물) 및 성과지표

※ 주요성과유형: 지식재산·제품·서비스등기술개발의결과로나타나는유·무형의 성과

◊ 특허 등 지식재산

- 국가연구개발 성과로 등록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특허평가

시스템에 의한 분석 결과

※ 3극 특허와 같이 주요 국가에서 인정받은 지식재산은 성과로 인정

◊ 기술수준 /기술혁신(非지식재산)

- 국가연구개발 성과로 제출하는 기술보고서 등에 대한 가치평가(전문기관의

평가 또는 관계 전문가 정성평가)

※ 공정혁신, 표준획득 등 기술혁신에 연계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성과로 인정

◊ 서비스

- 무형의 성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존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내용을 성과지표로 활용

◊ 제품

- 시제품 제작 완료 여부, 인증획득, 판매 개시 등 개발된 제품 관련

내용을 성과지표로 활용

◊ 신약개발

- 신약개발이 목적인 사업의 경우, 후보 물질의 확보 여부 및 임상 진행

단계를 성과지표로 활용



                                                                                                 - 91 -

《 기술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

중분류 소분류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

★
는 질적 지표)

지식

재산

①
특허

⑴ 해외 주요국 출원(등록) ᆞ3극 특허(건수)★

⑵ 잠재적 가치
ᆞ질적 평가(특허청)★

ᆞ표준 특허(건수)★

ᆞSMART(발명진흥회)/K-PEG(특허정보원)★

⑶ 양적 성과
ᆞ최소 특허 등록 건수
ᆞ10억원(1억원)당 특허 등록 건수

⑷ 특허 성과확산(복합지표) ᆞ특허 등록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② 
비특허

⑴ 잠재적 가치 ᆞ가치평가★

(2) 신지식 재산 ᆞ신품종 등록★

非

지식

재산

③
기술
혁신

⑴ 기술 개발

ᆞ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ᆞ국산화율★

ᆞ기술분야별 기술성숙도(TRL)목표 달성도★

ᆞ개발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⑵ 잠재 가치
ᆞ가치평가★

ᆞ전문가 정성평가★

⑶ 표준 획득
ᆞ표준 후보 채택(국내, 국제)★

ᆞ표준 인정(국내, 국제)★ 

⑷ 생산 혁신

ᆞ공정 혁신(불량률 감소, 공정단계 축소 등)
★

ᆞ원가 절감★ 
ᆞ노동력 절감율★

ᆞ에너지화 수율★

성장

동력

창출

④
콘텐츠·

SW

(1) 양적 성과
ᆞSW 등록 건수
ᆞ10억원(1억원)당 SW 등록 건수

(2) 잠재 가치 ᆞ가치평가★ 

(3) 공개 SW
ᆞ오픈소스 활용도★ 
ᆞ개발 커뮤니티 활성화 / 기술지원 건수

⑤
서비스
개발

⑴ 비즈니스 모델
ᆞ새로운 모델 개발 수
ᆞ서비스 프로세스 개선(만족도 등)★ 

⑵ 잠재 가치 ᆞ가치평가 값★

⑥
제품개발

⑴ 제품화 단계

ᆞ시제품 제작(실증 완료)

ᆞ시장 판매 개시(상품 출시)

ᆞ공인인증 획득
ᆞ기술개발품의 적합성 평가 이행율★

ᆞ시험평가★

⑦
플랜트개발

⑴ 잠재 가치 ᆞ가치평가★

⑧
신약
개발

⑴ 개발 단계
ᆞ후보물질 확보

ᆞ임상 단계별 승인★

사회적

평가
⑨

포상
⑴ 민간 포상(국내, 국제) ᆞ포상 권위 / 포상 등급★

⑵ 정부 포상 ᆞ정부 선정 우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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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성과 분야

○ 분야 특성

- 유·무형의 연구개발 산출물에 대한 시장거래 등을 통해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로 나타나는 성과(직접 성과)

- 연구개발 주체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창출한 성과(간접 성과)

○ 성과유형(산출물) 및 성과지표

※ 주요 성과유형: 연구개발 성과 주체가 참여한 기술계약 등으로 나타나는 시장가치와

기술이전 또는 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액 상승 등의 경제적 성과

◊ 기술료 계약

- 지식재산권 또는 콘텐츠·소프트웨어의 이전 또는 기술지도·자문 등에

의한 기술료(로열티) 계약액을 직접적으로 활용

※ 정률 기술료(러닝 로열티)의 경우, 현재 가치로의 환산 필요

◊ 기술이전 효과 /중소기업지원 효과(간접 성과)

-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기업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기업이 창출한 가치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효과의 기여분 계상 필요)

◊ 기술사업화

- 신제품, 신서비스 등이 시장 판매를 통해서 발생시킨 기업 매출액

기여분 또는 신기술 적용을 통해 발생된 원가절감 등에 기여한 가치

◊ 연구개발서비스

- 표준화 지원, 인증·시험평가 등 기업의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지원

활동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매출액 상승 등에 기여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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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

중분류 소분류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는 질적 지표)

직접
성과

①
기술료

(로열티)

⑴ 지식재산 계약
ᆞ기술료(정액)
ᆞ기술료(정률, 현재가치로 평가)★

⑵ 콘텐츠․
소프트웨어 계약

ᆞ기술료(정액)
ᆞ기술료(정률, 현재가치로 평가)★

⑶ 기술지도․자문 계약 ᆞ기술지도·자문료 수입

⑷ 양적 성과
ᆞ기술이전/활용/기술료 최소 건수
ᆞ10억원(1억원) 당 기술이전 건수

②
경제 효과

⑴ 수입대체
ᆞ수입대체 효과★

ᆞ해외장비 대체 효과★

ᆞ수출 승인(E/L)품목 기술 확보★

(2) 해외 수출 ᆞ해외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

간접성
과

③
기술활용

효과

⑴ 기술활용 기업의
성과 향상

ᆞ매출액 기여★ 

ᆞ원가절감 기여★

④
중소기업

지원

⑴ 자원 투입 
ᆞ기업지원 인수(man-hour)
ᆞ장비지원 규모 및 시간

⑵ 지원 효과
ᆞ매출액 기여★ 
ᆞ원가절감 기여★

기술
사업화

⑤
기술

사업화

⑴ 新서비스 ᆞ매출액/순이익 기여★ 
⑵ 新상품 ᆞ매출액/순이익 기여★

⑶ 플랜트 수주 ᆞ계약액/엔지니어링 규모

연구
개발

서비스

⑥
연구개발
서비스

⑴ 기업지원 컨설팅
ᆞ매출액 기여★ 
ᆞ원가절감 기여★

⑵ 기술 중개
ᆞ기술거래 성사 계약(건수)
ᆞ기술거래 성사 규모(금액)

⑶ 표준화지원·
인증·시험평가

ᆞ지원 규모(양적 성과)
ᆞ지원 가치(질적 성과)★

인적
자원
·

고용

⑦
일자리
창출

⑴ 창업
ᆞ창업 업체 수
ᆞ10억원(1억원) 당 창업(일자리) 건수
ᆞ창업 기업의 신규 고용 규모

⑵ 기존 기업 고용

ᆞ사업으로 인한 추가 고용 규모
ᆞ사업으로 인한 추가 순증★

ᆞ사업 시행 일정 기간 이후 평균 고용 
유지율★

ᆞ고용유발 효과★

ᆞ평균 고용 유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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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성과 분야

○ 분야 특성

-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등 인적자원 분야의 성과

- 과학문화 활성화, 국제협력 증진 등 문화·국제교류 분야의 성과

○ 성과유형(산출물) 및 성과지표

※ 주요 성과유형: 인력양성·일자리 관련 수치(대학의 해당 분야 졸업생 수, 고용 수 등),

과학문화·홍보 실적, 국제교류 실적 등

◊ 인력양성

- 사업성격(졸업, 취업, 교육훈련)과 수행주체(대학, 교육기관)에 따른 인력

양성 실적

◊ 일자리 창출

- 창업 수 및 창업기업에 의한 신규 고용 실적

- 기존 기업의 경우, 추가고용 및 고용의 질(고용기간 등)

◊ 공공 서비스

- 기술개발의 결과가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로, 서비스

수혜자 수 또는 만족도로 평가

◊ 과학 대중화

- 사업성과 및 연구기관 실적에 대한 언론홍보 및 행사 실적

- 학생 및 일반인 대상 행사 규모 및 저작물

◊ 국제 협력

- 국제교류 행사를 통한 인력교류 수준

- 해외센터 등 해외거점 확보

- 해외 연구센터 유치 실적 및 유치기관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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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

중분류 소분류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는 질적 지표)

인적

자원

·

고용

①

인력

양성

⑴ 대학 주관

인력양성

ᆞ해당 분야 졸업자 수
ᆞ해당 분야 취업자 수
ᆞ평균 고용 유지 기간★

⑵ 전문 훈련기관
ᆞ교육훈련 수료자 수
ᆞ교육훈련생 중 취업자 수
ᆞ교육훈련 만족도★

②

일자리

창출

⑴ 창업
ᆞ창업 업체 수
ᆞ10억원(1억원) 당 창업(일자리) 수
ᆞ창업 기업의 신규 고용 규모

⑵ 기존 기업 고용
ᆞ추가 고용 규모
ᆞ평균 고용 유지 기간★

지역

사회

③

지역발전

⑴ 지역 성장

ᆞ지역수혜기업의 성장기여도★

ᆞ지역 고용 증대★

ᆞ주민 소득 증대★

ᆞ지역간 발전 격차 완화★

(2) 지역 혁신 ᆞ수도권-지방 간 연구격차★

공공

복지

④

정책효과
⑴ 정책일반

ᆞ정책 활용도★

ᆞ기술규격 마련★

ᆞ무상 기술이전 및 보급★

ᆞ에너지 감축 효과★

ᆞ예측모델 정확도★

ᆞ피해예방 효과★

⑤

공공

서비스

⑴ 서비스 개선
ᆞ서비스 수혜자 수

ᆞ서비스 만족도★

과학

대중화

⑥

홍보

⑴ 사업성과 및

기관 홍보

ᆞ언론 홍보(신문, 방송) 건수

ᆞ행사 규모 및 참여자 수

⑦

확산

⑴ 학생 대상
ᆞ행사 규모 및 참여자 수
ᆞ학생 대상 저작물★

⑵ 일반인 대상 
ᆞ행사 규모 및 참여자 수
ᆞ일반인 대상 저작물★

국제

협력

⑧

국제

협력

⑴ 인적 교류
ᆞ국제교류 행사 
ᆞ우수 해외 연구자 유치★

⑵ 기반 강화

ᆞ국제기구 가입 / 고위직 진출★

ᆞ국제회의, 기구 의제 제출·채택★

ᆞ해외센터 등 해외거점 확보★

ᆞ해외 연구기관 유치★

ᆞ유치 연구기관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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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프라 성과 분야

○ 분야 특성

- 연구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 연구지원 인프라 분야에 대한 성과

- 국방 목적으로 개발하는 무기체계

○ 성과유형(산출물) 및 성과지표

※ 주요 성과유형: (시설) 연구시설장비, (전산) 정보시스템, (국방) 무기체계

◊ 연구시설장비

※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장비와 기관전용의 시설장비로 구분

- 공동활용 장비의 경우, 서비스 만족도, 공동활용도 등 외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중심으로 성과지표 설정

- 기관전용 장비의 경우, 시설장비 가동률을 중심으로 공동연구 활용

정도를 보조적으로 성과지표로 활용

※ 시설장비의 구축 단계에서는 당초 계획 대비 공정률을 평가

◊ 연구지원 인프라

-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는 초고속계산

시스템의 활용도, 서비스 만족도로 평가

◊ 국방

- 무기체계 개발 성공 및 군 전략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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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

중분류 소분류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는 질적 지표)

연구

인프라

①

공동

활용

시설

장비

⑴ 시설 구축 ᆞ계획 대비 공정률★

⑵ 시설장비

운용·서비스

ᆞ서비스 만족도★

ᆞ시설장비 가동률★

ᆞ시설장비 공동 활용률★

②

전용

시설

장비

⑴ 시설장비 구축 ᆞ계획 대비 공정률★

⑵ 시설장비 운용

ᆞ시설장비 가동률★

ᆞ시설장비 공동 활용률★

③

전산

시스템

⑴ 데이터베이스
ᆞ정보 활용도★

ᆞ서비스 만족도★

⑵ 초고속계산
ᆞ시스템 가동률★

ᆞ서비스 만족도★

우주

④

우주

개발

⑴ 우주물체/운송체

ᆞ시험인증★

ᆞ우주물체 궤도 투입★

ᆞ우주임무 수행★

⑵ 지상설비 ᆞ시험설비/관제시스템 구축★

⑤

우주

활용

⑴ 우주기술정보활용 ᆞ위성정보 활용★

국방

⑥

무기

체계

⑴ 작전운용성능

ᆞ시험인증 통과 여부★

ᆞ성능 달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