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관개요
□ 기관 개요 : 기관장 강성모 (2013.2월 취임)
○

설립목적
-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

1. 한국과학기술원

-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연구 개발과 국가 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 연구 수행
- 각 분야 연구 기관 및 산업계와 연계한 연구 지원
※ 출처 :「한국과학기술원법」제 1조
○

◦ 2009. 03. 01.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ICU, 한국정보통신대학교) 통합

◦ 2004. 05. 04.

부설 나노종합팹센터(現 나노종합기술원) 설치

◦ 1989. 07. 04.

한국과학기술대학과 통합 (대덕캠퍼스 이전)

◦ 1989. 06. 12.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분리

◦ 1984. 12. 31.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 공포 : 학사과정 신설 (과학기술대학 설립)

◦ 1980. 12. 31.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설립,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통합

◦ 1971. 02. 16.

한국과학원(KAIS) 설립 (서울 홍릉캠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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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조직

총 장

감 사

부총장

총 장
직 속

단 과
대 학

학부(급)

학과(급)

처・단・원

KAIST연구원
/연구센터

부 설

1

1

3

1

5

5

27

14

1(6)/4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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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현황
- 교직원
교
구 분

수

행 정

연구
・
조교

임원
교 수

부교수

조교수

행정직

기술직

전문
관리

합 계

인원(명)

2

326

170

126

288

117

19

69

1,117

비율(%)

0.2

29.2

15.2

11.3

25.8

10.4

1.7

6.2

100

- 학생
구 분

박 사

석 사

석박사통합

학 사

합 계

인원(명)

2,710

2,934

1,241

4,469

11,354

비율(%)

24

26

11

39

100

- 졸업생
구 분

2015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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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

석 사

박 사

합 계

872

1,269

547

2,688

1975~2014년(명)

14,180

26,603

10,210

50,993

누 계

15,052

27,872

10,757

5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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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밸리의 한국과학기술원과 출연(연) 간 긴밀한 유기적 연계를 기반으로

□ 예산현황
○

다차원의 창조경제 혁신 클러스터 구축

2015년도 예산: 736,325백만원

- 미래전략대학원 운영

- 정부출연금 186,740백만원, 기타 정부사업비 3,136백만원, 자체수입 457,669백

: 미래전략기획 전문 인력 양성

만원, 민간출연금 13,394백만원, 자립형운영사업 10,500백만원, 이월금 64,886
백만원

○

국책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기초·응용연구 수행
- 과학기술선도 기초연구수행
: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능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 가능하고, 연구결과의

□ 2015년도 사업계획
○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

임팩트가 높은 분야 집중육성
- 인공위성 연구센터 운영

- 학사사업
: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 우리별 위성 및 과학기술위성의 수신·관제장비 운영
- 첨단 의과학 연구센터 운영

- 과학기술 종합도서관 운영
: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및 학생을 위한 대학도서관 운영

: 다학제간 연구능력을 갖춘 우수한 의과학 연구인력 양성
- 기후변화연구 허브사업

- 글로벌 교육·연구 선도 사업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연구인재
양성

지속적 구축․발전

- 미래형 시스템 헬스케어 연구개발

- 글로벌사이버 보안기술연구
: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고급인력 양성 및 최첨단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 및 사이버 안보 확보
- KAIST-KUSTAR 교육연구 협력사업
: 한국과학기술원에서 KUSTAR(칼리파 과학기술연구대학교)인재교육

: 슈퍼 바이오마커를 접목한 시스템 헬스케어로 국민건강 증진 및 평균수명
연장에 기여
- KAIST End Run 사업
: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및 창조·혁신형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창조경제 선도

- Education 3.0
: 최첨단 IT기술을 강의에 접목한 상호작용식 교육학습시스템 모델 개발과 적용
을 통해 교육 및 학습의 질 제고

- KAIST-Aramco CO2공동연구센터운영
: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기술 개발
- 차세대 대면적 투명유연전극필름 양산공정개발

- 녹색성장대학원 운영
: 녹색정책, 경영, 금융에 관한 분야를 융합하여 연구하고 국제 경쟁력 있는

: 나노와이어, 메탈메쉬, 그래핀, 탄소나노튜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투명
전극을 제작함으로써 ITO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투명전극 제작 추진

녹색성장의 핵심인재 양성
- K-Valley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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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수준의 캠퍼스 인프라 구축
- U-Campus 운영

Ⅱ. 평가결과 (개요)

: 선도적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한 Ubiquitous Campus 구현
- 국제화캠퍼스 역량강화
: 해외 일류대학 등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

1. 경영성과 평가등급: 우수

- 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 경영부문 평가결과 (2014~2016년도) >

: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및 확충을 통해 교육 및
기관명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비고

한국과학기술원

보통

우수

우수

유지

연구 인프라 개선
- Safe Campus 운영
: 실험실에서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

2. 지표별 평가등급

- 교육연구시설 리모델링사업
: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및 기반시설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 제공

평가영역

평가항목

- 학술문화창의관 건립
1-1.자율경영 및
기관장 리더십

: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창의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융합과 창조의 신개념
교육․연구 환경 확충
- 정문술2관 건립
: 기부자의 뜻에 따라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협소한 교육 및 연구시설 확충
- 반도체동 개축

평가지표
(1) 중점 추진과제(자율)

A

(2) 사회현안 해결 또는 우수성과 창출(자율)

A

1. 기관장
(1) 예·결산 분야
리더십
및
(2)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책임경영 1-2.예산·복리후생·윤리
·보안
(3) 직무·연구윤리분야

: Nano Convergence 분야 등의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인프라

등급

A
B
B

(4) 연구개발 보안

B

(1) 우수인력 및 여성인력 확보·양성

A

(2) 조직·인사·평가 제도

A

(1) 성과확산·활용 체계 및 사회·경제·정책
기여도

A

(2) 산학연 협력 및 융합·협동연구 촉진

A

(3) 대외 소통·협력

A

(4) 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공동활용

B

시설 구축
2-1.인력양성 및
조직관리

- 대전질환모델 동물센터건립
: 정부 및 지자체(대전시)와의 공동건립을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 클러스터를
통해서 동물실험 활성화

2. 인력양성
및
성과확산

- 융합연구동건립
: 기초과학분야의 첨단대형 연구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확보하여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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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연구생태계 조성
및 소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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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결과 (상세)

■ 기관 개선 및 발전사항
○

기존 교과목의 확대 보다는 보다 창의적 교과목 개발 및 창의적 인력 배출에
대한 새로운 성과 지표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1. 총평

○

현 정부에서 특히 대학을 대상으로 많은 창업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으므로, 기존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혹은 적극적 참여로 현재 한국과학기
술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성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점
○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MOOC : Massive Open Online Course), Education 3.0,

○

을 수립하고, 각 연도별 재정확보계획과 실적을 분석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URP(Undergraduate Research Participation) 프로그램 등 선도적 교육환경 강

수정해나가는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화 및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K-School과 같은 창
업 저변 확대를 위한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과학기술 관련 교육과 창

○

한국과학기술원의 사회적 책임과 우수인재 육성, 대외협력 및 소통, 과학문화
활동과 확산 등을 균형 있게 안배하고 추진할 수 있는 소통‧협력 중심의 비전

업 활성화 노력이 우수함.
○

새롭게 설치된 전략경영연구센터와 연구기획센터가 기관의 중장기 재정계획

과 미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인력양성 및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 판단되는데, 특히 직원을 사내강사로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피교육
자가 교육주체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함.

○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적정기술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기부 등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요구되는

① 정부에 대한 제언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평가됨.

○

(획일적인 미활용 특허의 전략적 활용 필요) 특허활용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특허등록 후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한 특허를 획일적으로 미활
용특허라고 하는 것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미래창조과학

■ 미흡한 점
○

○

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이 등록한 특허를 포기하여 2010~2014년 167억원이 낭

양적 지향성을 넘어서는 수준 높은 소통·협력의 출발점은 한국과학기술원이

비됨. 발명의 성질(TRL 레벨)에 따라서 발명이 활용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진정한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어떤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

천차만별이고 평균적으로 8년이라는 연구결과가 수년전에 일본에서 발표된

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적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특허활용율 산출을 TLO 담당자들의 의견

창의적 배출 인력과 선도적 교육 프로그램(예 : Capstone Design 교과목의 추

을 수렴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음.

가 신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 성과는 실제로 확인할 수 없었음.
○

창업 지원 사업 간 중복성 혹은 연계성 미비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창업

② 기관장에 대한 제언

성과의 극대화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됨.

○

창업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을 융합적인 관점에서 각 전공의 교
수님들의 협업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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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창의, Bottom-up 방식과 다양성 기반의 경영철학이 지금의 대학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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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리더십의 기반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그러나 필요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비정규직 계상은 다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형평성

한 핵심과제나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장의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필요함.
○

한국과학기술원이 대단히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다양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부에서 보는 시각과 외부의 시각 간에 괴리가 있
을 수 있는 만큼 기관운영에 관한 외부의 의견과 자문도 고려할 필요 있음.

③ 평가제도에 관한 제언
○

차후부터는 배석 인원 및 인터뷰에 대한 인원 제한을 두어 평가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정량 참조지표가 개
발될 필요가 있음.

○

기관청렴도 조사 결과를 기관평가 시, 반영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평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매년
제출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저장되도록 하고, 평가위원들은 아이디/패스워드
로 사이트에 접근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하면 평가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음.
서면으로 된 회의 자료는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되
어 평가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오프라인 회의에서도 서면으로 된 자료를 배포
하는 대신 해당 평가대상기관 관련 사이트에 접근 가능하거나 회의 자료가
비치된 스마트기기(태블릿pc, 노트북 등)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제도, 시스템의 설립 및 운영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성과 보고서 템
플릿 개선이 필요함.
- 실적‧성과 위주의 평가가 결과‧환류 중심의 평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
서는 가급적 간소하게 하고 사전 질의서를 통한 서면 답변, 토론식 평가 등을
확대하는 방안 제안함.

○

(기관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적용) 평가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기
관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카이스트는 연구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주된 기능이 교육기능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을 타 기관처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음.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위촉연구원, 겸임교수, 시간강사, 박사 후 연
구원의 경우 탄력적인 교육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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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의견서

○

학사사업비 지출예산은 2014년도에 비해 81억원 감소하였고, 연구활동지원비
지출예산도 2014년도에 비해 27억원 감소하여 기관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예
산배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관장 리더십 및 책임경영
구분
기관장 리더십
및 책임경영

2014

2015

2016

비고

A

A

B

하향

○

○

조직 개편에 대한 객관적 효과 점검이 필요함.

○

K-School, K-Valley 및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전체
창업 프로그램 간 시너지의 극대화가 필요함.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MOOC : Massive Open Online Course) 및 Education
3.0, 인성/리더쉽 프로그램 및 URP(Undergraduate Research Participation) 프

○

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성과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고 판단됨.
Ombudsperson, 인권윤리센터, 고객만족센터의 운영 등을 통한 구성원 간 소

○

○

소모성 및 경직성 경비 절감 캠페인을 통해 경비와 기관운영비 등 예산 절감액
(24억원)을 장애인 고용 및 청년인턴 채용에 사용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음.

○

수정해나가는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K-School을 비롯한 창업 관련 프로그램들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창업 저변 확
대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새롭게 설치된 전략경영연구센터와 연구기획센터가 기관의 중장기 재정계획
을 수립하고, 각 연도별 재정확보계획과 실적을 분석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통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기관장의 리더십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음.
○

현 정부에서 특히 대학을 대상으로 많은 창업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존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혹은 적극적 참여로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로그램의 진행은 선도적 교육환경 강화 및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

○

기존 교과목의 확대 보다는 보다 창의적 교과목 개발 및 창의적 인력 배출에
대한 새로운 성과 지표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우수한 점
○

■ 개선 및 발전사항

○

대학으로서의 특성상 다양한 활동들이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같은 기관장의 리더
십이 더욱 필요한 과업에 보다 집중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

연구과제의 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연구과제 관리부서의 일원화로 연구수행
자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함.

■ 미흡한 점
○

선도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Capstone Design 교과목의 추가 신설 운영
에 대한 구체적 성과는 실제로 확인할 수 없었음.

○

창의적 배출 인력의 우수성 성과에 대한 실적으로 제시한 것들이 특허나 논문
수 등 기존 평가 지표와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쉬움.

○

경영진단에 대한 명확한 목적 및 개편에 따른 주요 성과를 확인 할 수 없었음.

○

창업 지원 사업 간 중복성 및 연계성 미비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창업 성
과의 극대화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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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MOOC : Massive Open Online Course) 및 Education 3.0

평가영역 1. 기관장 리더십 및 책임경영

을 통한 차세대 선도적 교육환경 강화 및 교육 확대는 글로벌 사회에 매우 부

평가항목 1-1. 자율경영 및 기관장 리더십

합되는 과제라 판단되며, 2013년 64과목 2,208명, 2014년 102과목 2,837명,
2015년 119과목 3,241명 수강 등으로 성과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성과물로 판단됨.

< 평가결과 >
구분

- 연구중심대학으로서 기관의 특성에 맞게 학부학생에게 연구가 개방되어(URP

2014

2015

2016

비고

(Undergraduate Research Participation) 프로그램) 학생의 창의성을 높이는데

A

S

A

하향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대학원생의 우수 연구성과물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1-1. 자율경영 및 기관장 리더십

있음.

(1) 중점 추진과제(자율)
① 기관 고유임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A

S

A

- 즐거운/신나는 대학생활, Honor 프로그램/KPF(한국과학기술원 Presidential

하향

중점 과제
(2) 사회현안 해결 또는 우수성과 창출

Fellowship) 프로그램,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교과목 개발, 인성/리더

② 기관 고유임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A

A

A

쉽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유지

지식의 습득과 인성함양을 통해 과학기술 핵심리더로서 성장시키는 효과를 창

중점 과제

출함.
○

(1) 중점과제(자율)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원만의 교육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선, 강
의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교수법 개선 등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을 하는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평가 착안점 >

※ 출처 :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69-89

① 기관고유임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점과제(2개 이내)를 자율적으로 제시하고
그 목표달성도를 평가
② 기관장 리더십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고, 리더십 관련 사항을 포함

□ 미흡한 점
○

선도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성과인 ’Capstone Design 교과목’의 추
가 신설 운영을 통한 양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현재 사업성
과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 우수한 점
○

○

인터뷰를 통해 기관장의 개방적 사고, 자율과 창의 등 학교 문화를 긍정적으

창의성 함양교육 및 우수인재 배출에 관한 활동으로 제시된 6개 세부과제의 성
과가 기대되나 충분한 변화와 성장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로 바꾸려는 노력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URP(Undergraduate Research Participation) 프로그램의 경우 2014
- 예를 들어, 졸업식 때 졸업사를 하는 대표 학생의 선정 방법, 교수 앞에서 학생
의 의사표현 자율에 대한 언급 등을 함.
○

중점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

년 대비 2015년에 긍정적인 성과 변화가 있었는지 제시하지 못함. 특히 매년
실적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그 성과결과물을 확인하기 어려움(※보고서와 기
관이 제출한 성과물에는 만족도만 제시됨).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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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F(KAIST Presidential Fellowship)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선발실적이 2013년

(2) 기관장 리더십에 의한 우수성과 창출(자율)

20명, 2014년 21명, 2015년 22명의 수준에 정체되어 있고, Honor의 경우 연간

< 평가 착안점 >

40명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수성과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Capstone Design 과목이 2013년 2과목, 2014년 5과목, 2015년 7과목으로 증가

① 기관장 주도하에 과학기술 기반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
사례 또는 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역량을 집중한 기관장의 활동을 자율

하였으나, 과목 수 증가 이외에 교과목들의 실용성 및 효용성을 확인하거나
학생들의 만족도조사와 같은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69-89

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평가
② 기관장 인터뷰를 포함하여 실시
③ 기관장 리더십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고, 리더십 관련 사항을 포함

□ 개선 및 발전방향
○

현재의 ‘Capstone Design 교과목’의 지속적 확대보다는 공통 과목 운영으로
모듈을 공유, 학과별 변형을 통한 과목의 효과적 활용이 바람직하다 판단되

○

○

구성원 상호간의 소통강화 지속 추진을 위하여 ‘Student Centered & Faculty

고, 이에 기존 교과목의 확대보다는 창의적 교과목 개발과 기관의 창의성을

Driven’과 ‘Happy Campus'를 선언하였고, Ombudsperson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제도나 연구윤리 위반사례를 조사하고 인권윤리센터와 고객만족센터 제안제도를

사업 중 상당수는 그 연차별 실적이나 성과에 큰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향후 구성원 간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들 과제의 경우 동 보고서를 통해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결과도 확인하기

○

□ 우수한 점

○

K-School, K-Valley,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스타트업 빌리지 운영으로 창업

어려우므로, 기관장 리더십에 기반한 핵심과제가 선정되고 목표기반으로 효과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 구축과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고자 노력한 점

적으로 성과관리 될 필요가 있음.

은 기관장의 리더십이 반영된 성과물로 판단할 수 있음.

대학이라는 기관의 특성 상 수업의 개설과 운영, 평가와 학점 관리 등에 관한

- 비록 K-School, 스타트업 빌리지의 경우 평가기간 동안 실제 운영성과는 아직

전반적인 활동은 필수적이며 상시적인 과업이라고 하겠음. 이런 상시적인 업

없으나 기획과 제도 마련의 관점에서 기여한 바 있다고 봄.

무에 있어서도 기관장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변화된 모습과 기관의 역량 증진
-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은 창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도전

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제시가 요구됨.
○

정신과 창의성을 창업으로 연계시키고, 기술기반의 글로벌 창업 지원, 글로벌

학사과정 졸업생의 약 62%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연구를 지향하는 대학

기업가 육성을 위한 학생창업지원 체계 구축, 글로벌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인

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나 최근 3년간 의학, 치의학, 법학 등 전문대학원

프라 조성 등의 임무를 수행함.

진학 학생이 대학원 진학자의 19.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졸업생들의 대학원

- K-Valley 사업은 GII(Global Institute of Innovation) 운영을 통해 대덕특구 연계

진학에 대해 구체적인 진로 파악이 필요함.

창업 생태계 조성과 청년창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RED&B(Research
Education Development & Business)를 추진하는 것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이 정부
출연(연) 간 공동연구·창업 클러스터 조성 체계를 구축한 실적이 인정됨.
○

조직안정 속 개혁을 추진하여 구성원의 역량 발휘와 직무·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안정된 조직문화 및 시스템 구축 노력이 우수함.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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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흡한 점
○

○

○

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같은 기관장의 리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이 2차례(2013년, 2015년) 이뤄졌다고 하나 명확한

더십이 더욱 필요한 과업에 보다 집중하고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

목적 및 개편에 따른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

기를 바람.

K-School, K-Valley 및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사업은 개별 사업임에도 불구

○

성과관리 체계화를 위해서는 세부 사업을 기관의 핵심목표와 연계하고, 전년

하고 사업 내 중복성이 보이며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창업

도 성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 차년도 과제의 추진방향 설계, 핵심목표 기반 세

성과의 극대화가 어려워 보임.

부과제의 목표 설정, 성과관리와 책임부서의 지정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다양한 활동과 성과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양적·질적 측

있음.

면에서의 가시적인 발전 성과와 이러한 실적이 궁극적으로 기관의 역량 증진

○

소통활성화 활동, 조직개편, 인프라 확대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원 구성원들의 의

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불충분함.

견을 파악하여 추후 재추진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과제를 시행할 필요가

- 예를 들어, 소통 활성화, 조직개편, 인프라 확대, 발전기금 유치 등은 항시적으

있음.

로 수행되어 왔고 또 기관의 발전을 위해 수행되어야만 하는 업무인 만큼, 평

○

대학으로서의 특성 상 다양한 활동들이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

○

K-valley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이 중심이 되어 정부 출연

가대상기간 동안 가시적인 변화나 성과를 제시하거나 노력과 전략이 우수하였

(연)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기업을 아우르는 각 주체별 역할분담 등을 포함

음을 보일 필요 있음.

하는 실천 로드맵의 마련이 요구됨.

구성원간 공감대 형성 및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소통활성화 활동을
수행한 이력은 있으나, 조직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설문조사, 인터뷰 등)이 부
재하여, 소통활성화 활동들이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
이 어려움.

○

대덕연구단지에 소재한 정부 출연(연)과 협력하는 K-valley사업의 추진은 바람
직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의 실천3 로
드맵 작성이 필요함.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95, 101-112

□ 개선 및 발전방향
○

K-School, K-Valley 및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전체
창업 프로그램 간 시너지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과 같은 창업 정책 지원 프로
그램, 창업대학원을 벤치마킹하고 국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재 한국
과학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의 성과 제고와 타 대학과의 네트워
크의 공유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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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점

평가영역 1. 기관장 리더십 및 책임경영

○

평가항목 1-2. 예산·복리후생·윤리·보안

산업계와 외국으로부터 수탁사업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사업비 조달실적이 우수하다고 사료됨.
- 대기업, 중소기업 등 산업계로부터 수탁사업 수입금액이 2015년에 35,408백만원

< 평가결과 >
구분

으로서 전년대비 11.1% 증가함.

2014

2015

2016

비고

B

A

B

하향

1-2. 예산·복리후생·윤리·보안

- 글로벌 교육연구기관 위상의 바로미터인 외국으로부터의 수탁사업 수입금액도
전년대비 10.5% 증가한 5,870백만원을 달성함.
○

연구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장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기관의 재정수입

(1) 예·결산 분야

B

B

A

상향

증대에 기여한 점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2)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A

B

하향

- 장비공동사용 여부의 척도인 장비사용료 수입금액이 2015년에 2,695백만원

(3) 직무·연구윤리분야

A

C

B

상향

으로써 전년대비 16.4% 증가함.
○

(4) 연구개발 보안

B

A

B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영입 등 자금운용위원회의 역
량을 강화하였고, 자금운용성과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우수함.

하향

- 자금운용수익률은 2015년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 1.61%에 비해 1.41% 포
인트 높은 3.02%를 달성하였고 또한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민간출연금도 전년

(1) 예결산 분야

대비 28.7% 증가한 11,240백만원을 달성함.
- 월별,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및 성과점검 등 예산집행의 프로세스를 효과적으

< 평가 착안점 >

로 관리하고 사업예산 절감을 위해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및 고정성 기관운

① 예산구조는 안정적이며 전략적으로 배분 ·투입되고 있는가?

영비 절감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2015년에 2,400백만원(실행예산 대비 5%)을

- 연구·사업비 성장비율, 각 사업비 구성비율, 출연금 비율, 인건비 조달비중

절감하여 장애인 및 청년인턴 고용창출을 확대함.

등의 적정성
- 기관의 자산운용 수준 개선 및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절감 등을 위해 어떠

○

수립, 학처장 및 학과장 상호평가체계를 통한 예산의 배분 및 집행과정의 관리,

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연구과제의 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연구과제 관리부서의 일원화(연구계약팀과

② 자체수입 초과액의 집행계획 및 실적은 합리적인가?

연구관리팀의 업무 일원화) 등 재원의 조달 및 운영의 제도적 인프라가 개선됨.

③ 인건비 집행 및 퇴직급여충당금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전략경영연구센터와 연구기획센터의 설치로 기관의 장기계획 및 재정확보 전략

보수체계 개선(능력과 성과중심 보수체계, 단순화, 인건비절감 등) 및 복리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121-133

후생제도의 합리적·통합적 관리 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④ 연구·사업비 집행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⑤ 예산회계 관련 각종 지적사항이 적절하게 조치되고 개선되고 있는가?

□ 미흡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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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업비 지출현황에 의하면 2015년 간접비 중 경상운영비(연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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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포함)는 34,720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2.7%(3,908백만원) 증가하였는바, 이

을 수립하고 각 연도별 재정확보계획과 실적을 분석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는 연구사업비 2015년 재원조달액 증가율 1.8%에 비해 과다한 증가율로서 비

수정해나가는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록 연구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금지출의 전체적인 구성비측면

○

○

수입·지출 결산 내역을 직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기관성과보고서 작성

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시 제시해주어, 예산과 결산의 차이내역과 직전년도와의 차이내역을 파악할

직원의 업적평과와 이에 따른 직원연봉 차등률에 대해서 일정부분 조정이 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요하다고 사료됨.
-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건비 집행을 위해 직원의 업적 평가시 직무수행업적,
태도 및 능력부문에 각각 30%, 30% 및 40%를 부여하고 있는 바, 직무성과 지
향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직무수행업적 배점 비중이 높아야 하나 현재는 낮은
편이며, 또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능력부문 배점이 더 높다는 점은
조정이 필요함.
- 교원의 업적평가등급은 6등급(S, A, B, C, D, E)인데 반해, 직원(연구직, 기술
직, 행정직)의 업적평가 등급은 4개 등급(S, A, B, C)으로 되어 있고, 직원의
가장 최하 C등급이 전체 직원의 2.1%인 점(S등급 9.4%, A등급 31.9%, B등급
56.6%)에서 지나치게 우호적인 등급체계라고 판단됨.
- 연봉차등률(총연봉 대비 성과급 비율)면에서, 직원의 2015년도 평균 연봉차등
률 9.6%는 교원의 2015년 평균연봉차등률 22.2%에 비해 크게 낮아 조정이 필
요하다고 사료됨.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128-129

□ 개선 및 발전방향
○

연구 사업비 지출시 재원별 조달액 증가율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간접비
에 해당하는 경상운영비가 과다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적시성 있
게 지출액을 조정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

○

직무성과창출 동기부여를 위해 인건비 인센티브 연계를 위한 업적평가 시 직
무수행업적, 직무수행태도 및 능력부문 중 직무수행업적 배점 비중을 가장 높
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능력부문 세부항목 중 직무수행태도부문
세부항목과 내용상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여 배점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
함. 또한, 평가 시 지나치게 우호적인 평가는 지양함이 바람직함.

○

새롭게 설치된 전략경영연구센터와 연구기획센터가 기관의 중장기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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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분야

명(전년도 24명)을 전문관리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구조 안정화
와 함께 소속감 제고를 통한 기관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경영․인사권의

< 평가 착안점 >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은 확인되지 않음.
○

① 보수체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2014년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경영인사권 침해 방지 등 8대 중점

②「공공기관 복리후생가이드라인」에 따라 복리후생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관리과제와 통상임금 정비 등 3건의 추가 발굴과제를 이행하여 정상화시킨

성과는 적절한가?
- 휴직급여 지급기준 및 보육비·학자금 지원기준이 합리적인가?
-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및 경조금 및 유족 위로금 지원 기준이 합리적이고

노사 간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여 2013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하였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136-146

1인당 지급액이 적정한가?
- 퇴직금 산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가산 지급금이 적정한가?
③ 총인건비 인상률은 적절한가?

□ 미흡한 점
○

④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략 등이 합리적으로 개발되어 실천되고 있는가?
⑤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노사협력이 실현되고 구체적인 성

업적 성과에 따라 임금수준이 차등되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70%가
기본급인 연공서열 중심의 연봉제로 성과연봉제로는 미흡함.

○

과를 내고 있는가?

보수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향한 전략이 부재하여 전년대비 개선 노력과
성과(임금피크제 제외)가 미흡함.

⑥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한 노력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략체계가 부재하며, 노사관계 관리역량

⑦ 경영․인사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의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강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함.

적절한가?
-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의

노사협의회가 분기가 아닌 반기에만 이루어지는 등 노사협력관계 구축을 위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136-146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노사관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성과 평가항목은 기재부 지침을 참고하여

□ 개선 및 발전방향
○

합리적 보수체계는 합리적 MBO(Management by Objectives를 전제로 하므로
MBO 수립 및 시행을 제안하며, 성과연봉제에 부합하는 보수체계로 전환하기

평가(편람 148쪽 참조)

위한 합리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

행과제를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우수한 점
○

○

2015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미래부 산하 이공계연구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안)을 준수하여 2015년 11월 27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였으
며, 총 인건비 인상률이 정부고시기준에 부합됨.

○

보수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현황 진단을 기초로 단기 및 중장기 실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능력이 우수한 비정규 인력에 대하여 2014년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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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완료하였으나,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임금피크에 따른 보
수체계에 부합하여 수행할 직무개발이 요구됨.

○

노사관계의 합리성 및 적법성에 대한 현황 진단을 기초로 노사관계의 선진화
전략을 수립하고 단기 및 중장기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
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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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3월과 9월 개최), 노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설명회 참석에 그치는 등

(3) 직무·연구윤리분야

노사관계의 소

< 평가 착안점 >

통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① 연구윤리 체계, 조직 및 제도가 수립되어 있는가?
②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자체 감사기능 활성화 등 관리체계 지원 노력은?
③ 고객만족도 조사와 같이 업무처리에 대한 고객반응을 조사하여 직무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④ 외부기관(언론 포함)의 고객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의 개선에 적극
활동하였는가?
⑤ 연구윤리 관련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
하였는가?
⑥ 자체감사 활동체계 구축 및 이에 대한 전문성,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 우수한 점
○

2015년에는 연구부정행위, 특히 연구비 사적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 관리
대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
는 등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집중적으로 실시함.
- 연구윤리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 집
합교육 2회, 연구인건비 사적이용 관련 교원 중심 집합교육 2회, 학과 워크숍
및 신임교수 워크숍에서 연구윤리교육 각 1회, 반부패청렴 관련 집합교육 2회
및 온라인 교육 1회 등 주로 교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함.
- 기존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과 별도로 연구윤리지침을 제정하고 배포하여
연구비 사적이용 금지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 e-Audit 시스템 이외 연구용역 인건비 사적사용의 사전차단을 위한 수탁연구
조사비 지급내역 조회 시스템을 보완하여 실제 연구과제에서 받는 인건비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연구진실성위원회 외에 실험윤리 관련 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감사활동 주기나 범위를 확대하여 모
니터링을 체계화함으로써 직무연구윤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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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동물,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관련 분야별 세부 위원회를 두어

-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의견수렴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에 비해

전문적 심의를 하고 있으며, 감사활동도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담당 인력도 연구

정부 고객이 아닌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체계는 일부 사업 수준

경력이 풍부한 직원이나 수의사, 생물안전책임자 등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에서 외부 민간고객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이외에는 기관 외부의 민간

강화하고 있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의견수렴 체계가 구축되지 못함.

- 전 학생을 상대로 연구윤리 및 실험실 안전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

○

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연구윤리 및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2013년

부족함,

6회, 2014년 8회, 2015년 10회)하여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연구윤리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개최와 안건 심의 등의 실적이 있으나, 이와
같은 활동이 직무·연구윤리가 조직문화로 정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는

- Ombudsperson, 외부협동감사인 제도를 통해 모니터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미흡함.

- 감사실 인원을 확충하여(6명) 자체감사체계를 구축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투명

- 일부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구윤리교육이 필수로 진행되고 있으나,

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감사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
○

직무․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활동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연구 및 직무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확대 또는 지속시켜나갈지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원 Innovation Day, 부서별 고객만족도 조사, 학생모니터링단 등

계획과 윤리교육성과의 관리에 대한 계획이 미흡함.

다양한 내부고객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점이 개선·
반영되어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음.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147-162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147-162

□ 개선 및 발전방향
○

□ 미흡한 점
○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등에서 연구용역 인건비 사적사용 및 공공기관 청렴도

체계화하여 기 구축된 수탁연구조사비 지급내역 본인확인시스템, e-감사시스템

취약 지적을 받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적으로

등의 효과적 운영과 함께 부당행위 시 제재범위 및 깊이의 강화 등을 포함하

구축·운영하였으나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가 작년보다 소폭 더

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낮아져 구축·운영 중인 제도의 체계적인 정착은 이루어지지 못함.

- 청렴도 이외에 연구윤리의식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윤리교육의 효과를

- 2015년도에는 연구용역 인건비의 사적사용 등 연구윤리 관련 지적사항이 발견

측정하고 의도하지 않은 연구윤리위반이 예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체화할

되지 않았으나 공공기관 청렴도는 2014년 4등급(5.41)에서 2015년 5등급(5.31)

필요가 있으며, 연구윤리 의식수준의 추세를 분석하여 교육이나 제도의 개선

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연구 및 행정 분야가 4등급(4.98)에서 5등급(4.78)으로

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소폭 하락하여 구축한 제도나 시책의 효과성이 나타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

의견수렴 대상 외부고객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채널과 의견수렴결과의 환류체계를 구축·운영 필요성이

것으로 판단됨.
○

연구 및 직무윤리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감사실 및 소관 부서의 역할을 보다

있음.

미래부, 감사원 등 정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고객 의견수렴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으나 산학협력단이나 구매부서의 주요 외부고객인 타 연구기관이

○

직무․연구윤리 준수가 조직문화롤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식조사, 맞

나 대학,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체계는 내부고객의 의견

춤형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윤리에 대한 주제로 SNS 및 커뮤니티

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직무·연구윤리 준수 인식 확대 방안이 마련

- 75 -

- 76 -

(4) 연구개발보안

될 필요성이 있음.
○

윤리위반 건수의 변화추이, 윤리의식 점수의 변화추이 등과 같은 직무 및 연

< 평가 착안점 >

구윤리의 개선 추이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측정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보안의 체계성

※ 국정원의 국가연구개발 보안평가 결과 반영(대체)하여 별도의 평가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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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양성 및 성과확산
구분
기관발전 및
성과확산

■ 개선 및 발전사항
2014

2015

2016

비고

A

A

A

유지

○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 분야의 경우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나,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및 마케팅 분야의 접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과학 기술 분야의 필요 사항이 정책적으로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우수한 점
○

○

한국과학기술원의 사회적 책임과 우수인재 육성, 대외협력 및 소통, 과학문화

조직개편, 조직진단 등과 연계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반적으로 체계적

활동과 확산 등을 균형 있게 안배하고 추진할 수 있는 소통‧협력 중심의 비전

이고 내실 있는 인력양성 및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특히, 직

과 미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을 사내강사로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피교육자가 교육주체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이라고 사료됨.
○

창업프로그램인 Start-up KAIST, Biz Park 등과 투자지주회사인 미래과학기술
지주(주) 설립하여 아이디어가 자본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2월 기준 10,000명 이상의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한 해 동안 3,000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학문분야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음.

○

적정기술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기부 등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평가됨.

■ 미흡한 점
○

사회·경제·정책 기여도는 주로 연구를 실행하는 분야로 치중되어 정책적으로
기여한 점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양적 지향성을 넘어서는 수준 높은 소통‧협력의 출발점은 한국과학기술원이
진정한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어떤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
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

과학영재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은 양면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확대 편성된
예산을 증가시켜 사회적 책임과 과학영재 발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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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대책의 실효성(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 여부 및

평가영역 2. 인력양성 및 성과확산

활용정도 등)
⑤ 장애인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행하

평가항목 2-1. 인력양성 및 조직관리

고 있는가?

< 평가결과 >
구분

□ 우수한 점

2014

2015

2016

비고

A

A

A

유지

2-1. 인력양성 및 조직관리

○

각 연령대별로 우수교원을 유치·유지하기 위한 전 주기적 인사시스템 구축
및 소정의 연구비 지원제도는 우수함.
- 전 주기적 인사시스템은 입사에서 퇴사까지 이원조교수제도→한국과학기술원

(1) 우수인력 및 여성인력 확보·양성

A

A

A

유지

(2) 조직·인사·평가제도

S

A

A

유지

지정석좌교수제도→기금 석좌 대해 정년 후에도 연구 및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는 ‘정년 후 재고용제도’ 운영으로 2015년 총 117명의 정년 후 교수들이
재직 중임.
○

우수 해외인력, 여성 인력,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10-10-10 전략을 수
립함.

(1) 우수인력 및 여성인력 확보·양성

- 2015년에 신임 교원 24명 중 외국인 6명, 여성(외국인 1명 포함) 4명을 유치함.
- 2014∼2015년 2개년에 걸쳐서 신규교원 채용 시 30% 이상의 여성 과학기술인이

< 평가 착안점 >

채용된 실적은 양호하며, 이들의 정착 및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

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은 무엇이며 그 추진실적은 어떠한가?
②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

한 우대정책과 육아환경 등도 양호함.
○

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은 어떠한가?

을 자체 제작하여 교육하는 등 행정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

- 인적자원 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성원의 필요역량 및 교육훈련 니즈

력을 수행함.

발굴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추진성과가 가시적인가?

- 행정발전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직무 순환제와 연계된 직원 경력개발

③ 기관성과를 증대하고 조직기능 및 인력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

프로그램 개발로 2016년부터 연간 5학점 이상 이수 권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력은 적정한가?

- ‘직원 위탁교육 연수’를 통해 직원 4,946명이 교육훈련을 수료함.

- 직종·직급·연구분야간, 정규직·비정규직간 불균형 해소 등
- 우수 연구원을 위한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정년 연장, 재취업)을 위한 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무 교육 콘텐츠 41편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173-191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적이 있는가?
-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적이 가시적인가?
④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방안 및 경력단절 극복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
고, 그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 여성과학기술인 신규 채용 및 책임급 이상 여성 보직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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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한 점
○

2013년 수립된 10-10-10 인력확보계획대비 2014∼2015년 2개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전임교원확보율은 약 4% 정도로 목표에 미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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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충원된 신임교원 24명도 기관의 자연감소(정년 도달 등)에 대응하기 위한

(2) 조직·인사·평가 제도

인원 충원에 그침.

< 평가 착안점 >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42, 175, 190-191, 195

① 경영전략 달성과 연계된 인사전략 또는 제도를 수립하고 있는가?
- 기관의 현황분석에 근거한 계획 수립

□ 개선 및 발전방향
○

- 모집 및 채용 프로세스의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인사 제도

전 주기적 인사시스템에서 고령화추세에 맞추어 70세 이상의 건강하고 우수
한 교원의 유지·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성 있음.

○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인사관리 방안
② 업무, 조직특성, 역량 등을 고려한 조직단위별 [부서별, 사업별] 인력 배분
및 기능 설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꾸준하게 정규직을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해 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보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 등을 통한 적정 정원 유지/관리 노력
③ 전략실행 및 업무 프로세스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이고 정렬된 조직구조를

가 있음.

갖추고 있는가?
- 비정규직을 단순히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정

- 단위 조직의 분화와 통합, 의사결정 체계의 적정성, 역할과 책임의 명확성,

규직/공채 등으로의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시행
할 필요가 있음.

권한위임의 적절성 등
-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계 운영 시스템 등
④ 기관운영 목표달성 및 경쟁력 제고에 부합하는 개인평가체계가 구축되었는가?
⑤ 성과보상체계와 보상결과(금전적, 비금전적)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⑥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정부 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 우수한 점
○

외부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통하여 기존 조직의 유사기능 통폐합, 조직의 슬
림화, 의사결정의 스피드를 추구하는 노력을 기울임.
- 부총장급 1명, 단과대학장급 5명, 처장급 13명, 부장급 19명, 팀장급 23명 등의
보직을 감소시키고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였으며 의사결정체계를 간소화하였음.
- Asymmetric Decision Making Process 도입을 통해 하위부서의 의사결정을 상
위부서에서 번복하기 힘들게 하였고, 학사행정을 학과장 중심으로 위임
(empowerment)하는 등 의사결정체계의 자율성과 적절성을 향상시킴.

○

교원성과 평가 시 3심제도 도입을 통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평가제도 운영과
업적평가와 연계한 연봉제도는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로 판단되고, 직원들 역시
직무수행 업적과 성과연봉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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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행정본부 중심에서 학과장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교수 인사, 예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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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집행 등에 대한 권한을 학과 및 학과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체계

○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정부 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를 구축하여, 분야별 최고전문가를 발굴·영입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

고 보여 지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달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로 판단됨.

필요가 있음.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202, 212-217

□ 미흡한 점
○

조직개편이 2013년과 2015년 2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연구부분 등
일부기능은 통합과 효과적인 체계화가 필요함.
- 대외부총장 직할의 CFO 기능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 관점에서 포지션의 적절
성 재점검이 필요함.

○

교원에 대한 성과주의 연봉체계가 안착한 만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교원 인센티브 시스템은 6등급이며 성과연봉 차등률도 22.2%에 달하는 반면,
직원 인센티브 시스템은 4등급이고 성과연봉 차등률도 9.3%에 그치고 있음.
- 직원 인센티브 시스템의 등급과 성과연봉 차등률을 높여 보다 높은 수준의 인
센티브 및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213-217 ; 「한국과학기술원 기관현황브리핑 자료」, p. 5

□ 개선 및 발전방향
○

인사제도에 있어서 3단계 인사위원회에 외부기관 인사를 영입하여 기업의 사
외이사 제도처럼 객관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성과연봉 연계 시 교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차등률은 직군에 관계없이 동일한
근거와 기준 설정이 요구되며, 특히 행정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도 외부
진단을 받아 정량적*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행정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 행정서비스를 받는 학생·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

교직원들의 업적·연구 성과평가 시 중소·벤처 기업 지원 실적을 적극 반영
하여 미래·원천기술과 대기업중심의 연구에서 산업계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
이 되는 연구에도 자원이 배분되도록 변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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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점

평가영역 2. 인력양성 및 성과확산

○

평가항목 2-2. 연구생태계 조성 및 소통·협력

창업활성화는 연구, 창업지원, 창업투자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
- 창업지원 분야의 경우 세부적으로 창업문화 고취, 아이디어 도출, 동아리 육성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를 통한 실제 창업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었음.

< 평가결과 >
2014

2015

2016

비고

-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을 2014년에 개설하여 Entrepreneurship Lunch Talk 등

A

A

A

유지

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인재들이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A

A

A

유지

(2) 산학연 협력 및 융합·협동연구 촉진

B

A

A

유지

- 글로벌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Startup KAIST Studio)을 마련하여 아이디어

(3) 대외 소통·협력

A

S

A

하향

를 가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 다른 전공에서 출발한 아

(4) 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공동활용

B

A

B

하향

이디어들이 융합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진화 발전될 수 있도록 가이드 함.

구분
2-2. 연구생태계 조성 및 소통·협력

발휘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창업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start-up 기

(1) 성과확산·활용 체계 및
사회·경제·정책 기여도

업 18곳을 설립하는 결실을 거두었음.

- 한국과학기술원 출신 인력들이 활발하게 신기술 분야에 창업을 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과학기술리더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

(1) 성과확산·활용 체계 및 사회·경제·정책 기여도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중에서 CUop(Company-University Cooperation)
프로그램은 기업에서의 실습과 동시에 기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과제를 정의하

< 평가 착안점 >

여 해결하는 것으로 프로그램만족도가 학생 및 기업이 각각 89% 및 96% 라는

※ 본 항목은 기관임무나 기능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관의 경우에 한해

점으로 미루어볼 때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타 기관에 전파할 필요성이 높다고

제한적으로 적절한 세부평가내용의 선택이 가능함
① 기초연구의 지식재산화, 지식재산의 기술이전·사업화, 연구성과의 공공서
비스화 지원 체계 등 성과확산·활용 체계 및 지식재산 확보·관리의 체계

판단됨.
○

매년 다수의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였으며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2015년

성/효율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3,000여 편의 학회발표를 통해 배출인력 고도화를 이룬 것으로 사료됨.

② 기관 공식 홈페이지 혹은 SNS 등을 통해 평가결과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
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배출인력의 과학기술 기여 분야는 한국과학기술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

성과확산 및 활용체계 구축은 발표평가 및 담당 변리사를 통한 기술평가를

③ 양성 및 배출인력의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성과 및 기여를 위한 노력은 우수한가?

통해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이전 추진체계가 구체적으로

④ 연구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 및 실적이 우수한가?

구성되어 이전에 대한 상담, 실제 계약, 사후 관리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

⑤ 중소·벤처기업 지원 체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실적은 우수한가?

고 있음.

⑥ 지역조직(분원)의 지역 산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⑦ 기관차원에서 사회·경제적, 국가정책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

○

TRL 기술레벨에 따라 지식재산 관리 활용 및 성과확산체계를 구축하여 발명
단계에서의 강화노력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기술성숙도에 따
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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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공유체계를 구축하여 ‘2015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사업화 세미나 개최’

- 창업 활성화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은 잘되고 있으나 학생창업, 교원창

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 보유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발굴 및 협력

업에 비해 연구원 창업의 지원이 창업교육, 판교센터 신설 등의 간접적인 지

기회 제공, 전시회 및 기술설명회 참여를 통한 우수기술 홍보, 자체사이트에

원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마케팅, 자금지원 등이 결합된 종합적인 지원 제도가

우수기술 및 사업성과 공개 등으로 기술사업화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됨.

필요함.

한국과학기술원 재난학연구소 운영으로 재난예방 융합연구 및 대응기술 개발

- 기술지원 등 R&D의 지원은 충분하므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제품개

추진,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 운영으로 우수한 국방 R&D 인력확보 및 창조경

발 아이디어, 마케팅, 디자인, 개발, 생산 전 주기를 담당하는 통합된 센터의

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창업가 양성 등 사회와 경제 등에 기여하는 활

설립이 필요함.

동들이 우수하다고 사료됨.

- 기술이전 이후 상용화에 실패한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패원인을 분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231-267

석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참조하는 것이
필요함.

□ 미흡한 점
○

- 기술이전 이후 관리는 주로 로얄티 감사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에는 해당 기업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경우 산업체 애로기술 지원, 기업회원제, 연구장비 지원

이 상용화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이것은 각각에 대한 지원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악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음.

실제 적용 사례가 미흡함.
○

- 연구개발 성과물의 실효성 있는 국제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사회·경제·정책 기여도 분야는 New Frontiers in Brain IT, K-Valley 등 국정과

상응하는 재원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제와 연계된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나, 주로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질적 실행
○

시스템이 미약함.
○

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교원 및 학생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식재산권(예: 특허) 관련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해보임.

좋은 제도이지만 이를 경영하는 것이 한국과학기술원의 주요 목표는 아니므

- 입는 체온 발전기 등과 같이 유네스코가 인정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로 사회적 기업, 적정 기술 등의 수익성이 조금 낮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포트폴리오가 국내에 한정되어 있어 입는 체

하는 경우에도 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온 발전기 및 휴보에 관하여 국제적인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획득 체계 중 특허는 단지 2개국 정도의 해외 특허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 기술의 보호를 위한 IP 획득 체계가 매우 미흡함.

- 특허권 활용률(전년대비 -31.3%)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연구생산성이 저하되고

한국과학기술원은 미래과학기술지주(주)와 한국과학기술원 청년창업투자지주

○

연구개발 평가 요소로 특허출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외 특허 출원은 제외
하고 국내 특허 출원만 하는 것을 제안함.
- 연구원 평가에서 해외특허출원 실적은 제외하고 국내특허출원 실적으로 한정
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외특허출원을 방지하고 해외에

있음.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231-267

서의 보호가 절실한 발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 강력한 해외 특
허 포트폴리오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임.
- 발명의 성격에 따라서 하나의 출원이 아니라 계속 출원, 분할 출원 등 다양한

□ 개선 및 발전방향
○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원집행이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연구개발, 기술이전, 기술지원, 창업 등의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통

있음.

합된 체계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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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하는 특허사무소의 수가 2015년 25개에서 24개로 감축하기는 하였으나

(2) 산학연 협력 및 융합·협동연구 촉진

여전히 많다고 판단되며, 각 분과별 2개로 총 8개 정도의 특허사무소로 정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대리인의 기술 이해 연속성을 위해서는 장기

< 평가 착안점 >

간의 위임관계가 필요하므로 평가 주기를 3년으로 하되, 하위 20%와 신규 사

① 산·학·연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적절히 활용하였으며 그 실적은 어떠한가?

무소가 경쟁하여 대리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연구기관 간 융합·협동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실적은 어
떠한가?

□ 우수한 점
○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산·학·연 인력교류, 산·학·연 공동연구 등에서 성
과를 나타냄.
- 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산업체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
으로 진행되고 있음(기업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7개 운영, 일반장학생은
1,678명으로 전체 학생의 24.4%)
- RED&B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학·연 공동연구는 연구협약, 공동학술행
사 개최 등을 통한 협력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 산·학·연 협력건수 68건 증가(2014년 1,114건 → 2015년 1,182건), 산․학․연
협동과제 수 66건 증가(2014년 925건 → 2015년 991건) 및 이에 따른 교류 연
구비 81억 원 증가(2014년 1,105억 원 → 2015년 1,186억 원), 지방과학기술진흥
지원 건수 31건(2014년 44건 → 2015년 75건) 증가로 지속적인 성과를 나타내
고 있음.
- 산·학·연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연구인력 교류, 학생 인턴
십, 기술자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2015년 기준; 연구원 교류(263명), 기술
자문 145건, 학생인턴십 170명(국내 144명, 해외 26명)]

○

융합연구의 성과로 볼 수 있는 특허 및 논문 실적, 특히 최근 3년간
NATURE, SCIENCE 등에 게재된 15편의 논문은 양적·질적으로 우수하게 평가
받을 수 있음.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26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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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인 URP(Undergraduate Research Participation) 과정을 적극 활용해

□ 미흡한 점
○

다양한 융합 연구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RED&B 등 산·학·연 공동연구체제에서의 실질적인 추진원칙이나 연구실적
및 Business 차원에서 실적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산·학·연 공동연구 관련 협력체계 성과 및 실적에서 지역거점 구축건수에
대한 계획대비 실적이 제시되지 않음.
- 추진원칙으로 천명한 SIMPLE(운영원칙은 최대한 간소화하고 목표지향적 성과
창출에 집중), STRONG(1/N방식의 재원배분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투자), SYNERGY(다학과, 다전공의 학제적 융합연구를 통한 상호보완시
스템 구축) 등을 고려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산·학·연 순교류 연구비에 있어서 대형과제 수주에서 2015년 한국과학기술
원외 타기관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과학기술
원이 주관하는 과제가 감소하고 있음.
- 지방과학기술진흥 지원에 대한 지원건수는 75건, 연구비는 97억원이었으나, 지역
산·학·연 연계체계 속에서 역할, 체계, 보상에 대한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268-276

□ 개선 및 발전방향
○

산·학·연 공동연구 관련 협력체계 및 실적에서 지역거점 구축건수가 없으
므로 계획대비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를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연
계한 산학 융합․협동연구 시스템 구축의 개념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사료됨.

○

산학협력 중점교수 5명만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므로, 한국과학기술원의 강점인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교육과 연계
하여 산학협력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

산·학·연

협동연구체제나

융합연구의

추진과정에서

SIMPLE,

STRONG,

SYNERGY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생태계의 구축, 융·복합 연구 및
산업화 지원 등의 실적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학부생 출신들의 산·학·연 융합 활성화제도 혜택을 위해 학부생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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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 소통·협력

활동, 해외석학 초청(556회), 학술대회 개최 51건, 석학 및 전문가 초청 505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실적이 인정됨.

< 평가 착안점 >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277-306

① 교육기부 활동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홍보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적
절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 본 항목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은 교육기부 활동, 그 외 기관은
일반인 대상 과학문화 확산활동을 중점 검토

□ 미흡한 점
○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이 양적인 실적 위주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 네트워크 구축‧강화, 글로벌 역량 향상, 외국인 정주여건 고도화 등과 같이 단

* 한국과학기술원

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한국과학기술원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전략은 미흡함.

② 단순한 상호 인력파견을 넘어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사전계획
을 세워 활발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국제협력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는 노력에 비해 아직까지는 공동연구 파트너의

③ 정부 3.0 추진기반,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제공·개방,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등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국가‧지역 편중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 3.0의 추진기반 및 정보공개의 시스템은 갖춰져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
는 표현되어 있지 않음.

□ 우수한 점
○

- 2015년도 정보공개의 목표 건수는 8건, 실적건수는 9건으로 목표치를 113% 초

교육기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우수한 프로그램을 구

과 달성하였으나, 정보이용자의 활용도 또는 이용 후기를 수렴하는 체계는 미

비하고 다양한 대상에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수행결과
를 보여주고 있음.

흡하므로 개선이 요구됨.
※ 출처: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277-306

- Chalk, 미담장학회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에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어 국가 및 자치 단체로부
터 많은 수상을 받음.
○

□ 개선 및 발전방향
○

과학문화 활동을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수인재 발굴, 각종 과학기술

필요한 인력교육을 외국과 협력하여 실행한다든지 외국의 기술인력 실태(예컨

경진대회, 청소년 대상의 과학영재 프로그램 등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미래 인

대, 특정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부족 등)를 바탕으로, 민간으로까지 협력대상을

적자원에 대한 선도적 노력을 기울인 점이 돋보임.
○

세계 유수의 대학과의 네트워크, 교환학생, 해외파견, 외국학생 유치 등 다양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함.
○

한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트너가 참여하도록 개방적으로 구성하고, 허브형(한국과학기술원 중심), 브릿

협력의 트렌드를 앞서가는 탁월한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음.

지형(한국과학기술원 중개) 등과 같이 협력의 방식과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목
표를 지향하도록 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함.

- 세계 유수대학들과 신규협정 진행(29건): 스웨덴 KTH, 영국 Cambridge, 중국

Science and Technology Pioneering Institutes of Research Education), AE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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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소통‧협력을 위한 정부, 민간, 해외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전략이 필
요함. 예컨대, 「(가칭)한국과학기술원 글로벌협력위원회」를 민간과 해외 파

- 중동(UAE), 중국 등으로 협력의 지역과 대상을 확대한 것은 세계정세나 국제

Tsinghua 등에 학생 해외파견(200명), 해외학생 유치(317명): ASPIRE (Asian

교육·연구 분야 해외와의 협업 전략과 실행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체에

○

과학문화 활동과 교육기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수월성 중심(영재
발굴 등)과 형평성 중심(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배려 등)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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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과학문화 활동의 타깃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소외계층, 영재 등

(4) 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공동활용

속성이 다른 대상에 대한 예산과 활동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 평가 착안점 >

록 개선하고 지속적 사후관리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매년 시행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조사, 개선사항 제
안 등을 수렴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차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보
다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발국에 대한 적정기술 지원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높이 평가
할만하나, 지원 이후 지속적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됨.
따라서 일반적인 적정기술 지원의 취지에 맞게 보다 간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 본 항목은 기관임무나 기능상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특성에
따라 본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동일 영역의 타 항목 배점으로 활용
① 연구장비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 내 장비관리 및 활용 체
계는 적절한가?
② 연구시설·장비 활용을 통한 내·외부 제공서비스가 우수한가?
③ 연구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및 S/W 구축시 타당성 점검체계가 합리적

적정기술을 발굴하여 수원국이나 수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
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요구됨.
○

이루어지고 있는가?
④ 5억 원 이상 장비 구매 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하고 있는지 등 (사

정부 3.0에 대한 성과가 현재는 정보공개 건수 위주이나, 향후에는 정부 3.0의

전심의 등) 장비심의위원회 활동 실적은 어떠한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부문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정부에 역제안함으로

※’14년 실태조사를 평가에 반영

써 산·학·연이 상생할 수 있는 R&D 및 기술 확산 전략이 필요함.

□ 우수한 점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장비 지원강화 방안으로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은 ‘중소
기업의 날’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대상 예약 접수 및 분석서비스 제공함.

○

공동 연구장비 활용 촉진을 위한 학과 공동장비 집적화 및 활성화 계획을 수
립함.
- 연구장비 대외개방 건수는 2014년 10,101건, 2015년 10,657건으로 상당한 실적
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장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장비 도입 시 연구장비위원회, 구매팀, 회계팀 등의
승인이 있어야만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점이 우수함.
- ERP 자산관리 시스템과 NTIS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NTIS 시설 및 장비 활용
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 출처 :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3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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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수사례

□ 미흡한 점
○

공동장비 활용 촉진을 위한 학과공동장비의 집적화 및 활성화계획의 실천이
생명과학 및 의과학연구장비에 대한 실적 이외에 다른 실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우수사례

※ 출처 :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관성과보고서」, p. 308-314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운영

□ 선정 사유

□ 개선 및 발전방향
○

○

공동장비 활용 촉진을 위한 학과공동장비의 집적화 및 활성화계획의 실천이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인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 혁신의 장을 마련하게 한 점이 우수함.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기적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한 판교 내 한국과학기술원 역할 제고와 성공
적인 spin-off 및 성과 확산의 토대를 마련함.

□ 사업 개요
○

기업성장에 따른 전주기적 지원을 모색하는 창업 에코시스템 구축과 창업기
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 추진함.

○

교내 우수 교수진들이 실험실 수준의 연구부터 상용화, 사업화 단계의 성과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을 발굴하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 성과

○

1차 (2015.3)

2차 (2015.6)

3차 (2015.8, 2015.11)
학생주도&정책과제

13개 과제 선정
(1,490백만 원 배정)

20개 과제 선정
(1,977백만 원 배정)

3개 과제 선정
(233백만 원 배정)

학생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가 전년대비 1.2배 증가하고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 15개사 배출함.

○

2015년 기준 5개의 법인 설립 및 4건의 투자 유치, 4건의 MOU 체결 등의 성
과 창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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