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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한국 교육인적자원부의 두뇌한국 21 사업은 세계수준의 우수 

연구인력과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두뇌한국 

1 단계 사업으로 14 억불이 투입되었고, 현재 2 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2012 년까지 7 년 사업기간동안 여러 세부 사업분야에 

21 억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선정시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수혜 자체가 

대학의 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지난 1999 년에 도입된 

이후부터 동 사업은 한국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대학, 연구자, 국회, 

정부 등으로터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동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평가에 사용될 기준과 지표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두뇌한국 21 사업에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 뿐만아니라 국제 수준의 

연구인력과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한국 또는 기타 국가 

의 고등교육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참고문헌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RAND Education 

에서 수행되었다. RAND Education 는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 으로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교육정책 논의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책임 연구자인 성소미 

박사 (우편 : 1776 Main Street, P. O. Box 2138, Santa Monica, 

California 90407, U.S.A, 전자메일: Somi_Seong@rand.org, 전화: 

mailto:Somi_Seong@ra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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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393-0411, 내선 6379) 혹은 RAND Education 부소장인 

Charles Goldman 박사 (전자메일: charlesg@rand.org, 전화 : 1-

310-393-0411, 내선 6748)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RAND 에 대 

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rand.org)에 게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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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90 년대 후반,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MoE)는 국내 대학과 

연구 인력의 국제적으로 낮은 경쟁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BK21 사업을 시작하였다. BK21 사업은 우수한 연구 인력을 지속 

적으로 육성하고 한국 대학원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강화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BK21 사업은 학문 분야별로 우수 

대학원(사업단)을 선정하고 이에 속한 대학원생, 박사 후 과정생과 

신진 연구교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연구력 

등의 최소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사업단이 속한 학과의 우수성, 

대학 본부차원에서의 해당 학과에 대한 지원의지, 그리고 교수 

업적평가 시스템 개선 같은 제도적 개혁, 그리고 연구시설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학의 자체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BK21 사업은 1 단계를 거쳐 현재 2 단계를 시행중에 있다. 

한국정부는 1 단계 BK21 사업(1999 년~2005 년)에 총 14 억 달러 

를 지원하였으며, 2 단계 사업(2006 년~2012 년)에 총 21 억 달러 

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단계 사업은 1 단계 사업과 그 목표, 임무, 사업규칙, 선발 

기준 등에서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 1 단계의 경우 소수 대학 전체의 우수성을 강조한 반면, 

2 단계 사업은 학문 분야별 특성화를 통한 학과의 우수성을 강조 

하고 있다는 점, 2 단계 사업에서는 산학간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 1 단계 사업에 비해 연구력 강화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무리한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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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 단계에서는 한 사업단에 여러 대학이 참여(주관 대학과 

참여 대학 형태)하는 형태였지만. 2 단계 사업단은 단일 대학의 

학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형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 대학이 성과를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등 거의 분리 

되어 운영하였으므로 현 2 단계와 거의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다.  

BK21 은 소수의 대학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을 지원 

하고, 사업의 수혜로 얻게 되는 명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아울러, 이러한 BK21 사업의 높은 

인지도는 사업 자체뿐만 아니라 사업이 국가전체의 고등교육과 

인적자원개발에 미치는 효과에 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2 단계 BK21 사업의 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평가모형에는 사업의 논리 

모형, 계량 평가모형, 그리고 평가 지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2 단계 사업성과의 평가를 가능하게 할 기초적인 데이터 

베이스 구조 또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고등 

교육 시스템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중장기 차원의 BK21 사업의 

체계에 대한 시사점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 

적 제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연구의 목적인 2 단계 BK21 

사업의 평가모델 구축의 범위를 벗어난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폭넓 

은 제언은 본 연구과제 의뢰자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밝혀 둔다.  

1 단계 사업 평가로부터의 교훈 

1 단계 BK21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평가가 있었지만, 

타 사업과 비교하여 BK21 사업이 국가 R&D 역량 향상 및 

인력양성에 어떤 순효과를 미쳤는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가 사업의 수혜 대학(학과)에 국한된 결과, 사업의 

비수혜집단에 비해 수혜집단의 역량에 미친 사업의 순효과를 밝혀 

내기 어려웠다. 바꾸어 말하면, 기존의 평가는 사업의 순수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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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노력도 부족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1 단계 BK21 사업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을 검토해 보면 

2 단계 사업의 평가체제의 디자인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질적인 지표와 양적인 지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 인적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 너무 많은 지표보다는 핵심적인 성과평가 지표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 단순히 개별 성과의 합산이 아닌 사업 전체의 순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의 평가체제는 사업의 

목표 달성정도와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사업 목적과 역학관계 파악을 위한 논리모델 

본 연구에서는 BK21 사업의 목표와 임무, 투입과 산출, 

인센티브 등을 확인하고 이들 요소 들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논리모델을 수립하였다 (본문의 그림 3.1 참조). 

아울러, 이 논리모델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동 사업의 정책 의도와 역학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논리 모델은 계량 평가모델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BK21 사업은 우수한 연구 인력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원)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 연구와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대학원 

의 연구 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 임무(missions)로 설정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지역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이 

또 하나의 임무로 되어 있다.  

BK21 사업의 목표와 임무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자원이나 

사업규칙과 같은 투입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데, BK21 사업은 타 

정부사업에 비해 대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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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BK21 의 총 예산은 대학에서 지원받는 전체 R&D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BK21 사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지원 예산으로 인해 각 대학은 BK21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BK21 사업은 또한 대학이 특성화를 통해 대학 내 특정 학문 

분야에 자원지원을 집중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대학은 대학 내 어떤 학문분야를 

육성해 나갈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 분야의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계획과 함께 연구비 관리 시스템 및 교수평가시스템 개선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 사업은 지원대상 사업단의 선정을 학술적, 제도적 

실적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 학과의 상대적 순위는 

이전보다 더 분명해 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과 학과간의 경쟁을 

더욱 더 강화 시키고 있다.  

BK21 사업의 지원은 수혜대학(학과)과 구성원에게 인센티브 

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BK21 지원으로 대학원과정의 학위 취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대학원으로의 진학 

동기를 제공해 준다. 박사 후 과정생에게 있어서 동 사업은 교수 

가 되기 전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해 주며, 교수들 

에게 BK21 은 연구를 위한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교수와 대학 모두에게 동 사업은 대학의 명성과 

함께 BK21 사업의 목표와 대학자체의 목표를 일치시킬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동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수혜 대학은 BK21 

사업을 기제로 대학(학과)의 실정에 맞게 학문적 수월성을 획기적 

으로 제고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사업성과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연구 활동(output) 

뿐만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의 의도된(또는 의도되지 않은) 효과 

가 포함된다. 많은 BK21 사업 관계자들은 동 사업이 한국의 연구 

력 증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 없는 학과의 통폐합과 

실적이 저조한 교수의 퇴직과 같은 한국 대학(수혜대학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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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향후 사업을 준비하는 비 수혜 대학도 동일한 효과)의 

구조개혁을 이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한국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같은 성과들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 

이 소요되며, BK21 사업 이외의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업 순수효과 측정을 위한 계량 평가 모델 

계량 평가모델은 사업의 순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을 비교하여 수혜 

집단이 BK21 사업으로 인해 R&D 부문과 인적자원부문 성과지표 

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BK21 사업이 다양한 성과지표 면에서의 순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계량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BK21 사업의 효과 분석모형에는 다음과 같은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단순회귀모형(OLS), 매칭(matching), 성향 점수 

(propensity score),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이중차감 모형 

(difference-in-difference), 불연속회귀모형(regression disconti-

nuity),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헤크만 표본추출 수정 

모형(Heckman selection correction)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고정효과 모형이 가장 적합한 전 

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모형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BK21 비수혜 대학이 보상적 차원에서 

다른 외부연구비를 받거나(또는 BK21 수혜대학이 BK21 사업으로 

인해 타 연구비를 적게 받게 되거나) 하는 연구비 배분구조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는 사업의 순수효과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BK21 사업이 예를 들어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수혜대학 뿐만 아니라 비수혜 대학에도 

같은 효과를 미치는 경우, 수혜대학과 비수혜 대학이 이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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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가진 경우, 그리고 사업 효과의 시차 등의 요인 또한 사업 

의 순 효과 측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이 중 대부분의 

장애요인은 극복이 가능하나,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동 모델의 

한계를 인정하고 분석 결과를 적절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량모델은 총 논문 수, Impact Factor, 

특허, 박사졸업생 수 등과 같은 광범위한 성과지표들을 활용하여 

사업의 순효과를 측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동 모델이 

향후 2 단계 BK21 데이터를 사용하여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사업예산, 과학기술 논문 수, 그리고 질적 지표 등의 과거 데이터 

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업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몇가지 변수를 적용하여 

검토하였으며, 학문분야별 효과, 사업효과의 시차, 그리고 사업 

효과의 비선형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 하였다. 

한편, 계량모델을 통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BK21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혜 대학(학과), 지원하였으나 탈락한 

대학(학과), 그리고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대학(학과)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는 현재 한국에서 기존 

평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보다 광범위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기준과 지표 

본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인 사업효과 평가를 위한 기준과 그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평가기준은 동 사업의 의도된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사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표 5.1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의 

3 가지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추구되어야 할 일련의 성과지표 

(outputs and outcomes)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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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러한 정해진 평가기준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들에 대해 제시하였다. 평가기준(metrics)은 평가의 준거 

이고, 평가지표(measures)는 해당 지표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지표의 적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가 이용 가능해야 하고, 데이터 수집비용 또한 고려 

되어야 하며, 또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 측정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가 수집되기까지에는시간적 차이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와 가장 가까운 대용변수에 의존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평가기준별로 복수의 평가지표를 제안 

하였다(표 5.2). 이러한 복수의 평가지표는 평가의 정확도를 제고 

할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지준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자는 논문인용 수 또는(병행) 동료평가 

방법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 

여기서 제시한 모든 평가지표들이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자는 이들 평가지표의 용이성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의 우선 순 

위 설정을 돕기 위해 2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표 6.1), 첫째는 

평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성을 토대로 둘째는 필요 데이터 

수집의 난이도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중요도가 가장 높으면서 가장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평가 

지표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으며, 중요도는 매우 

높지만 쉽게 수집할 수 없는 평가지표에 두번째 우선순위를, 

그리고 중요하지 않지만 쉽게 수집가능 한 평가지표에 세번째 

순위, 그리고 나머지에 마지막 순위가 두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개념적으로 어떠한 평가지표를 채택할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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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지표간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므로 평가자의 전문적인 판단 

및 궁극적으로는 사업목표들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비수혜 대학(학과)과 비지원 대학(학과)로부터 비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특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동 사업에 

지원하였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학과)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평가 시 구조적 편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평가자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평가지표를 제외하고 확보하기 쉬운 것만을 활용할 

경우 이러한 편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데이타 베이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1) 교육 (2) 연구 활동 (3) 산학협력(R&D) (4) 기타 

일반적 범주 등 4 가지의 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자는 어느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할 경우에 1) 

데이터별 일련번호(ID) 2) 데이터 수집의 난이성 3) 데이터 수집의 

주기(1 년 단위, 2 년 단위 등) 4) 데이터의 질적 차이(예를 들어 

사업 수혜기관 데이터인가 비수혜 기관 데이터인가의 구분), 5) 

수집된 데이타의 수준(대학, 학과차원 등) 6) 데이터 지표 목록 7) 

자료 제공원(source) 등을 포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준거의 측정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데이터 시리즈의 틀을 포함하여 이러한 판단 정보를 수집하기 위 

한 틀을 제시한다. (표 6.2, 부록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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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한국 연구 중심 대학의 향후 발전 방향 

2 단계 BK21 사업성과에 대한 궁극적 분석은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수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사업 

관리자들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예산의 배분방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지원단위로서의 

사업단, 수혜기관 선정방법, 한국의 연구중심대학의 최적 수 등 

BK21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중심대학체제의 향후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이러한 주제들을 논의하는 것은 본 연구의 BK21 사업의 

평가모델 구축이라는 당초 연구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긴 

하나, BK21 사업에 대한 기본이해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 

그리고 대학의 연구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한 다른 연구들(특히, 

미국 사례)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비의 배분에 있어 연구수월성을 토대로 한 경쟁을 

보다 더 강화하고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연구 프로젝트 단위의 

지원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BK21 

사업에서의 사업단체제는 프로젝트와 개인 수준에서의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단이 대학원생 지원 

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단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대학원 학과간의 경쟁을 통해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국적 상황에 맞는 과도기적 

전략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입장에서 

대학간 및 대학내 경쟁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소규모화하거나 연구프로젝트를 지원단위로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비의 규모나 지원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비의 배분방법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쟁이 비록 학문의 우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연구자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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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통해 선정된 최우수 연구자에 예산을 최고 5 년 기간 동안 

지원받도록 하는 것 등의 방법은 경쟁과 안정성간의 균형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우수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portable 

장학금'(portable fellowships)제도는 대학원의 경쟁과 수월 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 대학들이 시설 자금을 차입(채권 발행 

포함)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차입금들은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프로젝트의 간접비용 으로 

상환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효율적 금융시장이 정착될 때 까지 

한국은 대학의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쟁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 시설비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시스템은 한국 대학들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체제 

로 발전하기 위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규모가 큰 한국의 일부 대학들은 미국의 연구중심대학들과 비슷한 

규모의 연구비 지출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더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필요성이 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 

규모나 인구구조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상위 연구중심대학과 비교할 만한 대략 16 개 

정도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다 

경쟁적인 연구프로젝트 지원, 대학원생이 우수 대학(교수)를 선택 

할 수 있는 'portable 장학금' 그리고 대학에 대한 우수 연구 인프 

라 재원의 가용성 제고 등과 같은 요소를 최적으로 결합할 경우 

한국대학의 연구역량이 더욱 촉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행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과 혼란을 피하 

면서 대학이 스스로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과도기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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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연구의 배경 

1990 년대 후반,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MoE)는 국내 대학과 연구 

인력의 국제적으로 낮은 경쟁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BK21 사업 

을 시작하였다. 동 사업은 지금까지 2 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데, 한국정부는 1 단계(1999 년 ~2005 년)사업에 14 억 달러를 지원 

하였으며, 2 단계(2006 년~2012 년)사업에 21 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1 

BK21 사업 구조  

BK21 사업은 우수 연구 인력을 육성하고 한국 대학원의 경쟁 

력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동 사업 

은 연구개발(R&D) 활동과 연계된 인적자원개발(HRD) 프로그램이 

라고 할 수 있다. 

BK21 프로그램은 학과단위의 사업단을 지원하는데 매년 일정 

한 예산(Lump-sum)이 7 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대상 사 

업단은 각 단계(7 년)의 시작단계에 선정되는데, 동 사업의 지원 

__________ 
1원화표시 1 단계 7 년간의 사업예산은 약 1 조 3,400 억원이다. 한국 원화는 1999 년 
이후 급속히 평가절상되어 왔다. 위의 달러표시 예산규모는 달러당 950 원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2007 년 8 월 환율에 기준하고 있다. 원화표시 2 단계 
사업예산은 약 2 조 300 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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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원 학과에 박사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등록 

된 학생이 있어야 하며,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수가 2 단계 

사업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7 명 이상, 기초과학 분야의 경우 10 명 

이상, 응용과학 분야의 경우 10-25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 

아울러,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일정 수준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3  또한 모든 사업단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BK21 지원 

금의 최소 5% 이상의 대응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응용과학 

분야와 학제간 융합분야의 경우 최소 10%이상의 산업체 대응자금 

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방 대학의 경우 학문분야별로 3-5% 지자체 

대응자금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BK21 은 대학원생, 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 등의 연구인력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인건비 및 연구시설 장비 예산은 지원 

하지 않는다. 또한 BK21 지원금은 연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연구 프로젝트 및 연구 시설 

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4   BK21 지원금의 규모는 

학과 대학원생의 규모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수혜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은 매월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5 

한편, 수혜 대학원생의 선발은 개인의 연구역량 등에 의해 

서가 아니라 대학원생이 속한 학과나 대학의 역량에 의해 이루어 

진다. 선정기준 또한 연구역량에 대한 최소자격요건을 포함하여 

학과(연구 및 교육)의 우수성, 대학본부의 동 학과에 대한 지원 

의지(특성화), 제도개혁 등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BK21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자체 육성하려는 학문분야를 선택하여 

이를 위한 인프라 투자계획, 교수업적평가제, 연구비중앙관리제 

__________ 
2 응용과학 분야의 경우 최소 요구 교수 수가 학문분야별로 다르다.  

3  기초과학 분야의 경우, 과거 3 년간 참여교수당 평균 SCI 논문 게재수가 

3 편이상이어야 한다. 

4 1 단계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기숙사 설립 자금 지원의 한차례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 

5  최소 생활비는 매달 석사과정생의 경우 500,000 원, 박사과정생은 900,000 원, 

박사후과정생의 경우 2,000,000 원 그리고 계약 연구 교수의 경우 2,500,000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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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BK21 사업은 위 

와 같은 대학의 특성화 자구 노력을 통하여 스스로의 글로벌 경쟁 

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사업단의 규모 및 학문분야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었다. 2 단계 사업의 분야별 예산을 보면, 기초과학 및 공 

학 분야에 85%, 인문사회 및 학제간 융합분야에 15%의 예산이 

배분되었다. 6  과학 및 공학분야 내에서는 기초과학에 약 25%, 

나머지는 응용과학에 배분되었다. 

한편, 수도권 이외 지방 소재 대학에 대해 총 예산의 25% 

예산이 지원되었다. 지방 대학은 각 학문분야별로 지방대학들간의 

별도 라운드에서 경쟁하게 되며, KAIST, 포항공대와 같은 우수 

대학의 경우 지방에 소재해 있지만 지역대학사업에 응모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사업단 규모별로 보면 사업 예산의 약 70%가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의 대형 사업단(학과 전체의 70%이상 교수가 참여 

하고 일정 최소 참여교수 수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그룹)에7 지원 

되었고, 20%의 예산은 규모가 작은 핵심 사업팀에, 나머지 10%의 

경우 의치의학, 경영전문대학원, 기타 평가관리 등에 지원되었다.  

1 단계 사업과 2 단계 사업 비교 

2 단계 사업은 1 단계 사업과 그 목표, 임무, 사업규칙, 선발 

기준 등에서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단계의 경우 대학 수준에서의 우수성을 강조한 반면, 2 단계 

사업은 학문 분야별 특성화를 통한 학과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2 단계 사업에서는 산학간의 연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 1 단계 사업에 비해 연구력 강화와 직접 관련되지 

__________ 
6 2 단계 BK21 의 경우, 응용 과학분야의 7 가지의 세부 분야로 구성되며(정보 기술, 

기계 공학, 화학 공학, 재료 공학, 건설, 응용생명, 학제간 복합 분야) 기초 과학은 

5 가지의 세부분야로 구성된다(물리학, 생물, 화학, 수학 지구과학)  

7  각 사업단의 최소참여교수수는 학문분야에 따라 인문사회분야의 7 명에서부터 
응용과학분야의 25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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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무리한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8  또한 1 단계에서는 한 사업단에 여러 대학이 참여(주관 

대학과 참여 대학 형태)하는 형태였지만. 2 단계  사업단은 단일 

대학의 학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1 단계 사업 진행과정 

에서 각각의 대학은 현 2 단계의 구조와 같이 거의 분리되어 운영 

되어 왔으며, 사업의 최종 단계에서 성과 또한 개별적으로 보고 

하였다. 본 연구는 2 단계 사업의 성과평가 모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의 중요성 

BK21 사업은 국가 전체 연구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즉, 1 단계 BK21 사업은 정부 

R&D 예산 전체의 단지 5%수준이고, 대학이 사용하는 R&D 예산의 

약 10%, 그리고 국내 R&D 총 예산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BK21 

사업은 기타 정부 연구비 프로젝트사업에 비해 단일 사업단에 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고 있으며, 예산을 

7 년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상 사업단의 선발과정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선발 

의 과정에서 대학과 학과들 간의 상대적 순위가 명백해지면서 

선정된 수혜그룹은 우수성에 대한 명성(prestige)까지 얻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9 

이와 같이 BK21 사업의 중요성 만큼 국회, 정부 등 BK21 사업 

의 이해관계자들 또한 동 사업에 관심이 크며, 특히 동 사업이 

대학 전체의 R&D 성과 및 인적자원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__________ 
8  2 단계 사업에서 학과단위의 우수성을 강조하게 된 것은 ‘대학 특성화’라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특성화 정책은 각 대학들로 하여금 모든 
학문분야에서 우수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특정 분야를 선택하여 자원을 집중하고 
다른대학과 차별화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9 예를 들어, 1 단계 BK21 (1999-2005)에서 약 90 퍼센트의 예산이 과학 기술분야 14 개 

대학의 48 개의 사업단에 지원되었다. 2006 년 현재 한국에는 216 개 4 년제 대학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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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업의 책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제시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BK21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학자들의 SCI 논문 게재 수의 급속한 증가가 BK21 

사업의 주요 성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 

SCI 논문 수 증가에 동 사업의 기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 사업수혜 대학들에 대한 설문 

조사와 자체평가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평가들은 동 사업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동 

사업의 객관적 평가지표로 널리 인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추세 및 다른 정부사업들의 효과에 비추어 BK21 사업이 

어떤 순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석된 바가 없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술진흥재단은 동 사업의 순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설계 해 줄 것을 RAND 에 

요청하였다. 본 연구는 2 단계 BK21 사업을 사업전체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모델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 단계 BK21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업 

의 순효과를 평가하는 데 쓰일 수 있는 평가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10  평가모형은 크게 로직모형, 계량모형, 평가지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향후 2 단계 성과 

평가를 가능하게 할 데이터베이스의 기본구조를 제시한다. 또한 

연구의 후원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본 연구결과와 미국 고등교육 

__________ 
10 1 단계 사업 성과 평가는 이 보고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단계 평가는 

한국에서 이미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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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BK21 사업 및 한국 연구중심 대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11  

접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업의 주요 요소와 이 요소들을 연결 

하는 로직모형을 제안하였다. 로직모형은 사업의 목적, 임무, 

활동, 동기, 투입, 성과 등의 요소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표로 

표현된다. 이 모형은 사업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후에 제안할 평가 

지표 및 계량 평가모형의 개념적 틀의 역할을 한다. 

계량 평가모형은 BK21 사업의 순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계량모형은 BK21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제기되어 

왔고 앞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책무성 문제들을 감안하여 

개발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동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지표 등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12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계량 평가모델과 평가 지표의 실행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구조를 제안할 것이다. 원형 데이터 

베이스는 향후 동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 성과평가,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은 

실제로 사용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__________ 
11 연구 후원기관들은 본 연구의 범위인 평가 모델과 데이터베이스구조 제안을 넘어선 

광범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왔다.  

12  이 보고서에서 “평가 기준”은 BK21 성과평가의 이상적인 판단의 척도이며 이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평가기준은 BK21 의 

논리모델의 요소와 상응하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이다. “평가 지표(measure)”는 

평가기준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다. 지표는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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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후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또한 한국의 

연구중심대학 시스템과 BK21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본 연구의 결과, 본 연구 참여진들의 

BK21 사업에 대한 이해, 미국의 연구 교육 시스템 관련 기존 

연구와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 

다음 장에서는 1 단계 사업에 대한 기존 평가들을 검토함 

으로써 새로운 평가모형 설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 교훈을 도출 

한다. 3 장에서는 관련 문헌에 대한 분석과 BK21 사업 이해관계자 

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로직모형(logic model)을 구축한다. 

4 장에서는 2 단계 BK21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 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5 장에서는 사업평가에 필요한 평가기준과 지표 

를 제시한다. 6 장에서는 사업효과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구조를 제안한다. 7 장에서는 이전 장 

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기반으로 BK21 사업의 중장기 차원의 방향 

을 제언한다. 8 장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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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 1단계 BK21 사업평가의 교훈  

제 1 단계 BK21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평가가 

이루어졌다. 1   기존의 1 단계 사업 평가를 검토해 보면 2 단계 

사업 평가 모형 고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BK21 1 단계 사업 성과평가 결과들을 검토함으 

로써 2 단계 사업 평가모형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장의 목적은 기존의 평가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문헌 연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2 단계 BK21 사업의 순 효과를 보이기 위한 

평가모형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는데 있다.  

기존의 1 단계 BK21 사업 평가 

1 단계 사업평가는 다음의 2 가지 종류가 있다. 1) 각각의 

수혜 사업단에 대한 연차 평가와 중간 평가. 2) 전체적인 사업 

효과 평가. 

1 단계 연차 및 중간 평가 

1 단계 BK21 사업의 연차평가는 학술진흥재단에 의해 조직된 

평가위원단이 매년 사업의 수혜집단에 대해 시행하였다. 연차 평 

가의 중점은 사업단 선정과정에서 각 사업단들이 약속한 사항과 

__________ 
1 MoE(2005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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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항 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데 두어졌다.2  중간평가는 

2002 년, 2004 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주로 각 사업단의 

목표달성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사업단의 

목표는 선정과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중간 평가에 사용된 평가지표 역시 선정 기준과 

유사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제 1 단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사업전체 수준의 

평가는 주로 수혜집단의 논문 수 등 각 사업단 단위의 성과지표 

들을 종합하거나 혹은 수혜집단에 대한 사업의 영향력 조사 결과 

요약, 혹은 한국인 저자 총 논문 수와 같은 국가 단위 R&D 및 

기술 지표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개별 수혜 집단의 성과지표의 합계 만으로는 1 단계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보일 수가 없었다. 특히 1 단계 사업의 

성과 지표는 선정 평가지표와 그리 다르지 않았으며, 선정평가 

지표는 사업전체의 전반적인 성과를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서베이 조사를 통해 추출한 1 단계 사업의 영향만으로는 

비수혜 집단에 비해 수혜 집단이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았는지를 보일 수 없었다. 국가전체 수준의 R&D 와 기술 

지표들 역시 BK21 의 순효과를 보일 수 있는 지표들은 아니다.  

이와같이 1 단계 사업평가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주로 다음의 

2 가지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 1 단계 사업의 순효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정교한 평가모형이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사업성과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타 수집 노력이 미흡하였다. 

1 단계 사업평가에 사용된 통계는 주로 사업의 연차 평가 및 중간 

평가 과정에서 학술진흥재단이 수집한 통계로서 이러한 통계는 

1 단계 사업의 수혜 집단에만 국한되어 있다. 사업의 순효과를 

__________ 
2  1 단계 계약 사항은 수혜집단의 자격조건과 학부생의 축소와 같은 제도적 개혁의 

실행을 포함하고 있다. 학부생의 축소는 대학들이 자원을 대학원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기 하도록 하기 위해 1 단계 BK21 사업에서 장려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항이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대학자율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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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 위해서는 수혜집단의 통계 뿐 아니라, 비교가능한 집단에 

대한 통계, 그리고 R&D, 인적 자원 개발, 고등 교육 부문 전반의 

추세를 분석해 볼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3.  

사업 전체 수준의 평가 

BK21 사업의 순수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1 단계 

사업의 평가를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이들 기존 평가들은 1 단계 

사업의 성취와 도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2 단계 

사업의 방향이나 향후 평가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여러 연구들 중에 하나인 오세정 

외(2005)는 1 단계 사업의 참여사업단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성과 관련 통계, 성공사례, 성과 관련 견해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사업단으로 부터 양적, 질적인 성과 정보를 수집하였는 

데, 양적인 성과의 측정에 포함된 분야는 인적자원 배출, 연구역량, 

특허, 산학협동연구,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연구 및 교육 인프라, 

국제 교류 등이다.4  보다 서술적인 지표들이 사용된 분야는 제도 

개혁, 사업 목표 성취, 사업의 지속 여부, 그리고 수혜 집단의 

연구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의 기여 등이다. 5  조사는 

2000 년에서 2004 년의 BK21 수혜 집단에 국한하고 있으며 

BK21 의 순 기여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김병주 외 (2005)는 BK21 참여 사업단장들을 대상으로 사업 

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6. 그리고 수혜 

__________ 
3 이는 사업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4 장에서 

6 장에 걸쳐 데이타 요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4 정량 지표는 숫자와 통계에 기반한다. 

5 정성 지표들은 척도 혹은 구술로 표현된 설문조사의 결과로 부터 도출된다. 

6 델파이 조사방식은 원래 기술의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RAND 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집단의 상호 교류 과정이다. 의견은 일련의 질문 조사지에 의해 

수집되며, 각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이후의 질문사항을 만들어 간다. 델파이 조사의 

핵심은 조사 참여자의 개인적 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 설문단계에 이전 결과를 

익명으로 요약해 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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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진들에 의한 교육과 연구, 

학생들 자신들의 연구 및 교육 활동, 교육 인프라와 시설, 교수-

학생 비율, 재정적 후원, 국제 협력, 산학 협력, 그리고 기타 교육 

환경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김복기 외 (2005)는 비수혜 대학의 교수진들과의 면담 및 

사업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1 단계 사업 성과에 대한 견해 및 

2 단계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BK21 사업에 의해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이 어떻게 다른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2 단계 

사업 개선을 위한 방향제시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규로 외(2005)의 보고서는 전문가 그룹들과의 회의와 

토론에서 제기된 1 단계 BK21 사업의 장단점들을 분석, 요약하고 

있다. 전문가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 기술 연구 분야 

한국계 미국 학자와 한국내 학계와 산업계의 과학기술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 단계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 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이용준 외 (2005)의 보고서는 국회 예산처에서 발행된 1 단계 

사업 평가보고서로서 논리 모형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사업의 목표, 

중간 목표, 투입 요소, 사업의 실행 관행 등의 요소들간의  

일관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수집한 성과지표 통계들도 소개하고 있다. 

위 보고서는 사업의 순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사업의 

순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장홍근과 전재식 (2005)은 BK21 수혜 대학원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학술진흥재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 졌으나 최종 연구 

보고서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보고서를 입수하여 

검토할 수가 없었다. MoE(2005a)에 따르면 위 연구는 1,285 명의 

BK21 수혜대학원생들에 대해 첫 직장과 임금수준을 설문조사 

하였으며 설문의 대상은 대학원생 본인들이 아니고 참여사업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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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교육관련 지표는 

BK21 참여 기간, BK21 참여 기간동안의 논문 수, 그리고 국제 

교류 경험이다. 노동시장 결과 지표는 박사과정 입학과 취업간의 

선택, 취업 준비 기간, 그리고 임금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 

학술진흥재단이 발간한 1 단계 BK21 사업 백서(2007)는 

1 단계 BK21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사업의 경과를 기록하고 

있다. 성과 지표는 사업기간동안 학술진흥재단과 교육부에 의해 

수집된 통계에서 추출되었다. 이 백서는 1 단계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 수혜 사업단의 양적 지표를 합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07)은 학술진흥재단이 후원 

한 연구로 KISTEP 연구자들과 Media Research 7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이 발간한 

1 단계 BK21 사업백서에서 제시된 평가지표들을 원용하는 한편, 

Media Research 가 시행한 진로 조사와 고용주 조사에서 얻은 

사업의 질적 평가지표들을 분석하는 2 가지의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진로 조사는 1 단계 사업에 참여한 사업단의 사업단장과 

참여 교수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설문내용은 BK21 

졸업생들이 어떤 종류의 직업을 선택하였는지, 그러한 진로선택이 

BK21 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경험과 상관이 있는지에 촛점을 두고 

있다. 설문에서 정의된 BK21 “ 졸업생” 이란 BK21 사업에 

참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생들과 박사후 과정을 마친 자들을 

의미하며 석사과정생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주 조사는 과학기술 

분야 사업단 ” 졸업생” 들의 직업성과를 조사하였으며 이들 졸업 

생들을 고용한 직장의 상사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고용주 

조사 응답자는 모두 110 명으로, 27 명은 대학, 66 명은 산업체, 

그리고 17 명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설문내용에는 BK21 졸업생 

에 대한 직업능력 및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 응답자에게 

__________ 
7 KISTEP (2007)은 2007 년 4 월 현재의 보고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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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비수혜 대학의 박사졸업생들을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요청 

하였다. 

기존의 1 단계 사업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평가 분야를 

요약하면, R&D 역량, 인적 자원 개발, 산업과의 연계, 인프라, 

제도 개혁, 그리고 국제 교류 등인데 이들 분야의 성과 지표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 부록 A 는 기존의 1 단계 평가에서 일반적 

으로 사용된 평가영역과 평가지표들을 요약하고 있다.  

기존 평가의 결과 

여기에서는 기존의 1 단계 사업평가를 검토함에 있어 두가지 

사안에 중점을 둔다. 즉, 1 단계 BK21 사업으로 인해 어떤 변화 

들이 야기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2 단계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그것이다.  

1 단계 사업에 의한 변화 

1 단계 사업에 의한 변화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변화는 SCI 

논문 수의 급격한 증가이다. KISTEP (2007)에 따르면, BK21 

사업에 참여한 과학기술분야 사업단의 SCI 논문 수는 1999 년 

2005 년 기간동안 연 평균 12.8 퍼센트 증가하였다. 이는 비수혜 

대학들을 포함한 모든 대학 과학기술분야 논문의 연평균 성장율 

11.5 퍼센트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BK21 에 참여한 

모든 사업분야 사업단의 연간 SCI 논문 수 증가율은 비수혜집단을 

포함한 총 대학의 논문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세정 외 (2005)와 학술진흥재단의 1 단계 BK21 사업백서에 

따르면, 1 단계 사업에 참여한 많은 과학기술 사업단들이 교수 당 

SCI 논문수에 있어서 해당 벤치 마킹 대학과 비교할 만하다고 

밝혔다.8  또한 많은 사업단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논문을 

__________ 
8 KAIST 의 정보기술 사업단의 경우, 벤치 마킹 대학은 MIT, Stanford, UC Berkeley, 

그리고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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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업단의 논문의 질은 벤치 마킹 대학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  

KISTEP (2007)은 박사후 과정생과 연구 교수의 SCI 

논문수가 1 단계 사업기간 동안 33 퍼센트 증가했으며, 대학원생의 

논문수는 32 퍼센트 증가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내 전체 교수 

의 9 퍼센트 논문수 증가율을 초과하는 것이다. 오세정 외(2005), 

이규로 외 (2005), 김병주 외 (2005), 그리고 1 단계 사업백서는 

BK21 대학원생의 양과 질이 동시에 향상되었다고 평가한다. 

김병주 외(2005)는 이러한 성과가 BK21 사업이 수혜 대학원생 

들에게 더 많은 논문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또한 BK21 지원금 

이 대학원생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였던 데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학들간 교수들간의 변화 역시 대부분의 기존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BK21 사업의 성과이다. 이규로 외(2005)는 

BK21 사업 이전에는 대학간의 경쟁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한다. 

김병주 외(2005), 이규로 외(2005), 학술진흥재단(2007)는 BK21 

에 의해 촉발된 대학간, 교수간 경쟁으로 말미암아 교수들이 이전 

보다 연구에 더욱 정진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김병주 외 

(2005) 와 김복기 외 (2005)는 특히 교수업적평가제도의 도입이 

교수들간의 논문발표 경쟁을 더욱 촉진하였다고 언급한다.  

개선된 연구와 교육 환경 역시 기존평가들에서 자주 

언급된다. 이규로 외(2005), 김병주 외(2005)에 따르면, BK21 

지원을 받는 학과들의 연구 및 교육 조교들의 숫자가 이전에 비해 

더 증가하였다고 한다. 오세정 외(2005), 김병주 외(2005), 이규로 

외(2005) 등의 평가에 따르면, 박사후 과정 연구생의 수와 계약 

연구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수-학생 비율도 개선되었다고 

한다.  

국제 협력에 배정된 BK21 예산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기존의 여러 평가결과를 보면 국제협력 부문의 성과가 매우 

__________ 
9 논문의 질은 IF(impact factor)에 의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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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규로 외(2005), 김병주 외 

(2005)에 따르면, 특히 BK21 수혜 대학원생들의 경우 국제 

교류의 혜택에 가장 큰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김병주 

외(2005)는 국제 협력 기회가 대학원생이 국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 교류를 통해 수혜 

대학원 학과의 연구와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제도 개혁과 산학 협력을 포함한 다른 분야의 변화 또한 

언급되고 있다. BK21 에 의해 도입된 제도 개혁의 노력 중에서 

교수업적평가제도와 연구비 중앙관리시스템이 가장 큰 성과로 

언급되고 있다 (이규로 외 2005, KISTEP 2007). 1 단계 사업을 

통한 산학 협력증진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평가가 내려 

지지 않았다. 기존 평가들 중의 일부는 1 단계 사업에서는 산학 

연계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였고 이것이 1 단계 사업의 한계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 평가들은 1 단계 사업이 

대학과 산업간의 네트워크 설립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안 

기존의 1 단계 사업평가들 중 일부는 향후 평가시스템의 개선 

에 대한 제언을 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성과지표 개선에 대한 제안 

이 가장 많았다.  

기존 평가들은 향후 BK21 사업평가에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가 균형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복기 

외(2005), KRF (2007)은 SCI 논문수와 같은 양적 지표가 1 단계 

평가에 가장 많이 쓰인 지표이지만, 연구 논문의 질과 같은 

질적인 개선을 보일 수 있는 지표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보고서는 impact factor(IF)를 보다 더 중시하는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른 보완적인 질적 지표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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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로 외 (2005)는 인적 자원 개발 평가를 위한 적합한 

지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적자원 개발의 주요 성과 지표로 BK21 사업의 수혜자의 숫자를 

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용준 외(2005)와 KRF(2007)는 1 단계 수혜자 선정 및 

성과 평가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성과지표들이 적용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너무나 많은 성과 지표가 오히려 사업의 

목표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2 단계 사업평가에서는 

핵심적인 사업 산출물 및 성과 지표에 촛점을 둔 보다 좁은 

범위의 성과지표들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오세정 외 (2005), 이용준 외(2005), KISTEP (2007)은 

BK21 사업의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므로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업의 총체적 

효과를 지금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본다. 또한 오세정 

외(2005), 이용준 외(2005) 등의 연구들은 향후 평가에서 사업의 

순효과를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KISTEP (2007)과 KRF (2007)는 평가 시스템이 수혜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므로 양자간의 연관관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K21 사업의 평가체계는 사업의 변화를 유도하며, 

1 단계 사업에 대한 연차 평가와 중간평가는 실제로 수혜집단의 

활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연구는 

사업 평가 시스템은 사업의 목표 달성정도와 더불어 사업의 

진행과정을 관찰하기 위한 목적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10. 

__________ 
10  사업평가 문헌에 의하면, 사업 개선에 대한 평가는 주로“형성평가 (formative 

evaluation)”로 불리고,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 분석을 위한 평가는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s)”로 일컬어 진다. Patton(1980)은 시작 단계에서 

평가의 주 목적이 사업의 종합적인 효과 분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행중인 사업의 

개선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의 주 목적은 

BK21 사업의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분석을 위한 모델 제안에 있다. 그러나 

5 장과 6 장에서 제시된 몇몇의 평가기준과 지표들은 형성 평가를 위해 쓰일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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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가의 한계 

사업 평가의 주 목적중 하나는 사업의 책무성에 대한 응답을 

위한 것이다. BK21 사업이 지향하는 바 목표를 어느정도로 성취 

하였으며, 동 사업이 대학의 연구 및 인력양성에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여 어떤 순기여를 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그러나, 이전의 평가는 이러한 책무성 이슈들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KISTEP (2007)의 고용주 서베이를 제외한 

이전의 1 단계 사업평가들은 수혜 그룹과 비수혜 그룹간의 성과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11. 또한 기존의 평가는 BK21 이외의 

사업의 효과에 비해 BK21 사업의 추가적인 기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과지표들의 전반적인 장기추세에 비해 BK21 사업의 

기여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1 단계 평가가 위에서와 같은 한계를 가지게 된 데에는 

몇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이들 평가는 BK21 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전 평가들에서 

사용된 통계는 주로 1 단계 사업기간동안에 수혜 그룹에만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SCI 논문수가 증가하는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논문수 통계만으로는 이러한 증가가 교수업적평가제의 

도입에 따라 논문 발표를 중시하게 된 결과에 의한 것인지, 

한국에서 발간되는 학술저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른 것인지, 

혹은 BK21 사업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해 내기 어렵다.  

둘째, 기존의 평가들은 평가의 목적이 사업의 순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지 않았으므로 평가의 설계 자체가 순효과 평가를 

겨냥하지 않았다. 통계분석을 하는 경우에도 주로 성과 지표의 

통계의 수준, 증가율 등 기본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이들 조사 역시 BK21 

사업의 순효과를 구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김복기 외(2005)는 

비수혜 그룹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지만 이러한 조사가 수혜 

__________ 
11 KISTEP 의 고용주 서베이 질문사항에는 BK21 수혜 대학원 졸업생과 비수혜 대학원 

졸업생간의 업무수행 능력을 비교하는 평가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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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과 비수혜 그룹간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는 

않았다. KISTEP 의 고용주 조사(2007)에는 수혜 대학원생과 

비수혜 대학원생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나, 이 조사 역시 성과에 

영향을 주는 BK21 사업 이외의 변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 

으므로 BK21 사업이 BK21 수혜자들의 직업능력에 어떤 순효과를 

미쳤는지를 분석해 낼 수는 없었다.  

세번째, 기존의 평가에서는 사업의 순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일수 있는 모형이 부재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평가에서는 사업 

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지표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그리고 사업의 목적과 선택된 평가지표들간의 직접 

적인 연관성 그리고 지표들간의 상호 연관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연구는 평가 지표가 사업의 지원 및  

선정기준에 의해 미리 결정된 것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용준 외 (2005)의 연구는 논리 모델 구조에서 사업의 다양한 

요소간의 연계성을 검토하려고 시도한 유일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BK21 사업 영향력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 

평가에 근간이 될 만큼 완전한 논리 모델을 개발하지는 못하였다. 

기존 1 단계 사업 평가들 중에서는 사업의 순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형을 수립한 연구가 없었다.  

네번째, 기존의 평가에서는 사업전체 수준에서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와 측정방법에 대한 체계를 

개발하지 않았다.12  기존의 평가에서는 많은 경우 사업단 수준의 

성과를 합계하여 사업전체의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가정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은 개개 사업단의 목적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므로 사업단 수준의 성과지표가 곧 프로그램 전체 

수준의 평가지표로 동일시 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특히 앞에서 

__________ 
12  이 보고서에서, 지표와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평가기준(metric)은 사업목표의 이행정도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yard stick)이며, 평가지표(measure)는 어떤 평가기준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실질적 도구이다.  5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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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한 바와 같이, 사업단의 목표는 선정지표와 선정과정에서의 

약정사항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업의 단기 

성과와 연관이 높을 수 있지만 사업의 장기 성과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전체 수준의 평가에는 

사업단 수준의 성과 지표 이상의 지표들이 필요하다.  

2 단계 평가 모형 설계에 대한 시사점 

기존 1 단계 평가의 한계로 부터 우리는 미래 2 단계 사업 

평가모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2 단계 평가에서는 사업의 순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BK21 사업 이외에도 대학 연구를 지원하는 다른 정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고, 한국의 대학 연구개발활동 자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수 있는 

평가모형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및 학과, 사업단 단위의 성과를 넘어선 국가 단위 

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평가기준과 지표를 개발할 필요 

가 있다. 사업 성과의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는 기존의 지표와 부분 

적으로 중복될 수 있으나 동일하지는 않다. 2 단계 사업 성과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는 사업의 목표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경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려면 이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데이타 베이스에는 수혜 그룹, 비수혜 그룹의 통계는 물론, 인적 

자원 개발, 연구개발, 그리고 한국의 전반적인 고등 교육 분야에 

대한 통계와 추세를 보여 주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이하의 3 개 장에 걸쳐 본 연구에서는 2 단계 사업의 순효과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이 모형은 논리모델, 계량 

모델, 사업의 질적, 양적 평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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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울러 이러한 모형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타 베이스의 

기본 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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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논리 모형 

평가모형을 제시함에 있어서 첫번째 작업으로 우선 BK21 사업의 

주요 요소인 목표, 임무, 투입, 활동, 동기, 성과를 파악하고 

이들 요소들간의 논리적 연계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모형(Logic 

Model)을 개발하고자 한다. 논리모형은 제 4 장에서 다룰 계량 

평가모형과 5 장에서 다룰 평가 기준과 지표를 제시함에 있어 

개념적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논리모형의 주요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BK21 사업의 의도와 

사업 구조, 그리고 사업 효과의 역학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업의 목표와 임무에 관한 논의에서는 평가의 척도가 될 사업의 

명시적, 묵시적 목표를 확인하고 이러한 목표 및 임무가 다른 

사업요소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사업의 

투입요소에 관한 논의에서는 사업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사업의 

규칙 등 사업의 구조를, 유인체계, 산출 및 성과에 관한 논의에서 

는 사업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 문헌 검토 및 촛점그룹 면담 

논리 모형의 구축을 위해 기존문헌 검토와 촛점그룹 면담 

(Focus Group Interview)의 2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검토 

에서는 BK21 과 비교될 만한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일반적인 문헌, 1 단계 BK21 사업에 대한 기존 평가자료, BK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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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책의도 및 사업 배경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식 

문서들을 포함하였다.1 

면담조사는 사업관리자,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대학관계자, 

교육수요자 등 4 그룹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인터뷰에서의 

주요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        2 단계 사업에서 제시된 목표와 미션의 정책의도 

•        1 단계 사업에 의해 발생된 변화 

•        1 단계 사업효과의 적합성 

•        2 단계 사업의 기대효과 

인터뷰는 동 사업의 명시적, 함축적 목표와 사업의 역학관계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을 둘러싼 논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하였다.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측과 일반국민들의 동 사업 

에 대한 기대를 이해하는 것이 동 사업의 평가모형을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2006 년 말에 사업 참여자, 정책 담당자, 교육 수요 

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인터뷰는 논리 모형 에서 

추출한 질문사항과 인터뷰 프로토콜(부록 A 소개)에 따라 이루어 

졌다.  

인터뷰는 총 7 차례의 회의에서 20 명에 대해 실시되었다.  

•        1, 2 단계에 모두 BK21 사업 지원을 받은(winner- 

         winner) 국립대학 관계자  

•        1 단계에는 거의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2 단계    

         사업에서 수혜를 받은(loser-winner) 3 개 대학  

         관계자(사립 2 교, 국립대 1 교로 동 대학들은 상기  

         winner-winner 대학과 함께 2 단계 BK21 사업 

         예산지원 비중면에서 상위 5 개 대학에 해당) 

__________ 
1  검토 자료는 Brewer 외 (2003), Goldman 과 Massy (2001), Ruegg 외 (2003), MoE 

(2005a, 2005b, 2005c, 2006a, 2006b, 2006c), Chang (2005), Chang 과 Chun (2005), 

Kim 외. (2005), KBJ (2005), KISTEP (2006), Lee 외. (2005), Lee, Lee, 그리고 Kim 

(2005), O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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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진흥재단의 BK21-NURI 위원회(BNC) 관계자 6 명 

•        BK21 사업 관리 담당자 3 명 

•        2 단계 사업을 기획하였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5 명 

•        BNC 위원(산업계)이면서 대기업 임원 1 명 

•        전직 교육 전문가 국회의원 1 명 

조사 참여자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하였으며, 사전에 구체적 질문사항을 전달하였다. 조사 참여자 

의 의견을 통해 사업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논리모형의 개발 

논리모형의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본 연구는  

        사업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함이며, 평가지표에 이러한 사업의  

        목표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      ‘사업의 효과를 어느 수준에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는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것이나, 사업 참여자(개인과  

        기관)의 동기와 연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효과 또한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      ‘어떻게 사업효과를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2 단계 BK21 사업과 기타 정부재정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대학의 연구와 교육발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분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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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 단계 BK21 사업평가 논리모형 (Logic Model) 

 

논리모형(그림 3.1)은 여러 각도에서 본 연구에서 다뤄야 할 

질문을 반영하고 있다. 이하에서 논리모형의 주요 요소를 간단히 

검토한 후 세부사항은 다음 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목표(Goal)는 사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임무(Mission)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과업을 말한다. 2 단계 BK21 사업은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과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의 주요 임무로는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력 증진, 연구와 교육의 질 향상, 

대학원의 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투입

• BK21규칙

• BK21예산

활동

• 연구

• 교육

개인과기관 (동기
및의사결정)

•교수

•대학원생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

•학과/대학

산출

•연구 (양과 질)

•인적자원생산

•대학원 인프라

•산학연계

•경쟁환경

- 대학내

- 대학간

- 교수진과 학부생에
대한신호효과

중장기성과

•대학의국제적
명성/순위

•대학의국내명성/순위

•고등교육인력노동
시장균형

•산업계연구의양과질

•노동생산성

복합환경

•대학/과학기술의국제적
추세

•산업여건

•금융자본

사업목표

•연구인력의역량및규모증진

•세계적수준의대학원및연구중심대학육성

소득안정

대학 R&D비용보조

박사및석사학위
취득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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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투입요소는 사업의 목적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과 사업규칙 등을 말하는데, 사업예산은 대학전체, 학과, 

개인의 연구 및 교육력 향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BK21 

사업의도에 따르면 BK21 사업비는 다른 연구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비의 보완성 (complemen-

tarity of the funds) 여부는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사업 

수혜 대학(학과)은 BK21 사업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정부 및 

민간의 여타 연구비를 적극적으로 획득(financial leverage ef-

fect)할 수도 있다.  

BK21 사업의 규칙이란 사업 참여자의 활동과 사업집행을 

위한 원칙과 규제를 의미한다. 사업규칙에는 사업전략, 정책적 

수단, 예산 규칙, 선정기준, 관리평가기준, 기타 운영 메커니즘 

등이 포함된다.  

“활동”과 “동기 혹은 유인(incentive)”요소는 사업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사업 투입요소는 개인과 기관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서 개인은 대학원생, 박사후 

과정생, 계약 교수, 교수 등이 포함되며, 기관에는 학과와 대학이 

포함된다. 사업 투입요소는 이러한 참여자들의 동기변화를 통해 

대학의 연구와 교육활동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발생하는 변화는 사업이 의도한 변화 외에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산출요소 중 사업의 산출물(outputs)은 연구와 교육활동의 

생산물이며, 개인과 기관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발생한다. 

이러한 성과에는 양적 변화(예 : 박사 및 석사 수 등) 외에, 질적 

인 변화(예: 사업단 논문)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아울러, 

대학원의 인프라(예: 학사운영시스템 등)와 대학내외의 경쟁적 

환경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 성과(outcomes)는 동 사업의 의도적, 비의도적인 

효과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한국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특히, 

대학별 순위 등), 노동생산성, 노동인구의 숙련도, 산학협력 등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성과는 BK21 사업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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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전 세계 대학들의 노력, 경제상황, 기술의 발전경향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장기 성과와 투입요소 

간의 상관관계는 사업의 산출물과 투입요소간의 관계 만큼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음에서는 (1)사업의 목표와 임무, (2)투입요소, (3)동기, 

활동, 성과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사업의 목표와 임무 

목표(Goal)는 사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무(Mission)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과업을 말한다. 이상적으로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임무는 일반 국민에게 대한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시작단계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나, 많은 공공 

프로그램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BK21 사업의 경우 여러 

문서에서 사업의 목표와 임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과업인 사업평가모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와 

임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 사업의 목표와 임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문서의 검토와 사업관계자들과의 면담을 병행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 단계 BK21 사업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두 자료를 제공하였다.  

선정과정 시작 전에 발간된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자료 

(2006a)는 2 단계 사업계획의 목표와 추진절차, 그리고 향후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단 선정 이후에 발간된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른 자료(2006c) “2006 년 2 단계 BK21 사업 

관리 기본계획”에는 2 단계 사업의 목표와 배경, 사업진행과정, 

2006 년 사업계획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들에서 제시된 목표는 평가를 용이하게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목표와 사업의 기타 

요소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논리모형    29 

는 사업 목표, 임무 등을 이해하기 위한 보충자료로서 BK21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이하에서는 목표와 임무를 평가 가능하도록 체계화 하는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목표(Goal)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동 사업의 목표는 임무와의 

연계성이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2006c)에서 궁극적 목적을 (1) 미래의 창의적 연구인력 양성과 

(2) 특성화된 학문분야를 통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적”과 “연구인력”이란 개념은 새로운 지식 

과 기술을 고안해 낼 수 있는 전문화된 학술인력(일반적 고급 

인력이 아니라)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핵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 

많은 인터뷰 참여자들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 

의 제공과 대학 연구의 양적, 질적 증대를 BK21 사업의 두 가지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연구라는 이 두 가지 

의 사업 목적의 상충성에 대해서도 많은 인터뷰 참여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수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시간 

배분상의 대립 효과(trade-off)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창의적 연구인력 양성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원 육성 

이라는 두 사업목표의 상호관계에 대해 한 응답자는 “2 단계 

BK21 은 연구인력 양성사업이며, 이는 동 사업의 핵심이다. 

아울러, 대학원 단계에서 연구와 인적개발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개념으로, 고급 인적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정부는 

그들을 양성해 낼 수 있는 세계수준의 대학원이 필요하며, 이를 

__________ 
2  MoE(2006a)에서는 다소 상이한 첫째 목적(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최우수 인적자원 

생산) 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학술 인력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양질의 노동력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MoE BK21 책임자와의 인터뷰에서 MoE(2006a)와 

MoE(2006c)의 기술된 목적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 책임자는 가장 최근의 

문서를 참조할 것을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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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우수한 학생과 교수의 연구력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고급 연구인력 양성 

(교육)이 주 목적이며, 교육부 발간자료(2006a, 200c)에도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어떤 조사 응답자는 일반적인 

한국 대학원 시스템 강화라는 부수적 목적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특성화된 연구 중심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공식적인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진은 조사 참여자에게 BK21 이 대학원 학위 소지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노동인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은 

고급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질과 양은 모두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에서 학부 수준의 과학기술 전공자가 양적인 면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급 과학기술인력은 언제나 공급 

부족 상황에 있다고 한다. 또한 BK21 은 이들 학부생들이 보다 

생산적인 직무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단순 기능 인력은 외국 노동자에 의해 채워지고 있으며, 

중간 수준의 직무는  정체상태에 있어, 미래 고용은 고숙련 

분야에서 창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는 

BK21 사업이 이러한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BK21 사업자체에 고급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우수한 인력이 

늘어나면 이들에 의해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진은 BK21 사업이 고급인력에 

대한 수급상의 불균형을 완화하도록  디자인되었는가에 대해 질문 

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은 동 사업은 대학과 산업체간 인력교류, 

응용과학분야 커리큘럼 개발에의 공동참여 등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산업계와의 연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진은 BK21 사업이 더 많은 박사와 석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하고 우수 학생을 국내에 남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이 국내의 연구 활동을 더욱 촉진시키겠다는 정책의도를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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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국내에 더 많은 연구 활동이 

집중되고 고도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동 사업의 실시가 우수 

학생을 한국 내 보유해야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히려, 소수의 우수학생은 계속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할 것이지만, 그외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원의 

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에서도 우수한 대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조사 

참여자는 BK21 사업이 궁극적으로 우수한 한국 학생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연구진은 또한 응답자들에게 동 사업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함으로서 전 세계의 고급 인적자원을 유치할 

것을 의도하였는지의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동 사업에서 

외국인들은 왜 BK21 수혜대상자로 장려되지 않는지를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BK21 사업은 한국 학생에게 우선적인 

연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외국 학생의 

유치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어장벽, 진로 기회의 한계와 같은 한국의 생활환경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한국이 세계 우수인력을 보유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 

세계의 우수 인력의 보유는 BK21 사업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한 전체 사업비의 10%를 차지하는 인문사회 

분야의 목표가 과학기술 분야와 동일시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사 참여자는 한국은 인문학 분야에서도 세계수준의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면서, 따라서, BK21 

사업을 통해 “고급 인력과 연구에서의 전반적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BK21 2 단계 사업의 목표는 (1)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의  양과 역량 증대 (2)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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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원 프로그램의 육성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임무(Missions) 

2 단계 BK21 사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임무를 정하였다. (1) 차세대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세계 

수준의 연구 집단 육성 (2) 산업수요에 맞는 고급인력 양성과 

대학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물적 시설 및 연구비관리체제, 

교수업적평가제 등 제도개혁 포함) (3) 지역혁신을 선도할 지방 

대학(원) 육성3. 

언뜻 보기에 세번째 임무는 다른 두 임무(특히 세계 수준의 

연구집단 육성)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2006a)는 지역대학 육성은 지역 산업의 R&D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대부분의 우수 대학이 서울에 

위치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세번째 임무는 수도권과 지방과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학술진흥재단 2007 년) 

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대학 육성(3 번째 임무)은 세계 수준의 연구 집단 

육성(첫번째 임무)과 상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것은 

정책담당자와 평가자가 사업목표를 고려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고안할 경우에 딜레마로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인터뷰 과정에서 응답자들 중 상당 수가 지역 대학 육성을 

사업의 주요 임무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대개 

세가지 BK21 사업 임무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1)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 능력 강화, (2) 대학원의 연구 및 교육의 질 

개선, (3) 대학원의 인프라 구축. 이러한  세가지는 임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문서에 나타난 임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2006a, 2006c). 이들 중 처음 두 임무만이 공식문서에서 

천명된 임무와 일치한다.  

__________ 
3 MoE(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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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지역 대학 육성 임무와 세계 수준의 연구 집단 

육성 임무 간에 상충되는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들은 BK21 사업 수혜 지역대학의 선발 

또한 대학의 학문적 우수성을 토대로 이루어 졌으며, 학문분야에 

따라서는 국내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지역대학 또한 특성화를 

통해 동 사업을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두번째 인프라 구축 임무에는 산업체의 우수 인력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MoE, 

2006a). 이는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위한 물질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일부라기보다는 응용과학분야와 같은 학문분야에 

더 많은 연구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전체의 목표인 

학문의 수월성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단계 사업은 1 단계 사업보다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산학협력에 대한 강조는 동 사업의 주요 임무(우수 인력의 

산업수요 충족)와 기술이전 성과 등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사업단 

선정 기준 등에 반영되어 있다 4 . 이러한 산학협력의 중요성은 

1 단계 사업이 연구 성과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결과 대학연구와 

경제발전과의 연계 부족과 같은 산학협력을 경시해 왔다는 외부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는 것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목적과 상충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세계 수준의 우수한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 논문과 

같은 실제적(actual) 우수성뿐만 아니라 명성 순위(ranking of 

prestige)에 반영되고 있는 인지된(perceived) 우수성 또한 중요 

하다. 그러나 대학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이러한 투자의 비용 대비 수익이 반드시 

경제성을 가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기존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Brewer, Gates, and Goldman, 2002).  

__________ 
4성과 이정표와 선정 기준은 이후에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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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사업의 임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수 연구 

집단 양성, (2)세계 수준의 대학원 양성을 위한 물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 (3) 산학 협력 강화와 지역 대학 육성. 

본 연구에서는 지역 대학육성을 산학협력 강화의 일부로 

보고 있는데 이는 지역대학 육성의 목적이 지역 산업혁신 

클러스터의 구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MoE 2006a). 

성과 이정표(Performance Milestones) 

교육인적자원부(2006a)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2 단계 사업의 

평가척도로서 세 이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2012 년까지 

학문분야별로 한국에서 10 개의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을 배출하고 

한국의 SCI 논문 게재 순위를 2005 년 13 위에서 2012 년 10 위로 

높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정표를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대학이 세계수준의 대학이고, 우수 학과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5. 한 조사 응답자는 2012 년까지 10 개의 

세계 수준 연구중심 대학 보유는 명시적인 목표라기보다는 한국의 

대학원 시스템 개선이 개선됨으로써 고급인력 배출이 향상될 

것이라는 점을 대변하는 다소 정치적인 구호라고 보았다. 위의 

응답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소수의 대학들은 대학수준에서 

세계적 명성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많은 대학들은 특정 

학과 수준에서의 우수성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둘째로, BK21 사업은 대학에서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율을 

2004 년 10%에서 2012 년 20%로 증가시켜, IMD 평가에서 2004 년 

__________ 
5 대학과 학과의 비교 순위를 평가하는 비교적 간단한 기준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카네기 분류 (Carnegie Classification)”는 매년 각 대학의 연구비 수준과 

박사학위 수여자 수에 기초하여 대학의 유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가 

한국 대학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영국의 타임지는 대학원 프로그램과 

학문 분야의 순위를 제공하고, 상해교통대학 또한 연구 능력에 기초하여 전 세계 

대학의 순위를 제공한다. 장수영(2005)은 2004 년 현재 한국에는 11 개의 연구 

중심대학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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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위에서 2012 년 10 위로 상승시키고자 하고 있다 6 . BK21 

사업자금은 기술 이전 활동을 지원하지만 그 지원의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 이정표와 사업 투입물간의 

연관성은 사업 목적과 임무간의 연관성 만큼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업계로의 기술이전에 대한 강조는 

사업단 선정지표에 제시되고 있다. (참여 교수의 기술이전 실적과 

계획이 응용과학분야 사업단 선정 기준에 포함) 

셋째, BK21 사업은 매년 2 만명 이상의 대학원생과 신진연구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성과 이정표는 2006 년에 

이미 2 단계 사업 수혜자가 21,000 명에 달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이정표는 이미 달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논리모델을 통해 확인된 목표와 임무 

그림 3.2 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발간 자료의 검토와 

인터뷰를 통해 BK 사업의 두가지 목표를 확인하였다. 

첫째 목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의 양과 질적 수준 제고이며, 둘째는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이다. 첫째 목표가 국가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둘째 목표는 개개의 대학(학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아울러, 첫째 목표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원 육성이라는 

둘째 목표 뿐만 아니라 BK21 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교육을 둘러 

싼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목표는 우수 연구인력 

육성이라는 첫째 목표와 아울러 이 목표와 맥을 같이하는 (1) 

우수 연구인력 지원, (2) 세계 수준 대학원을 위한 물질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임무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창조적인 연구인력 양성(첫째 목표)을 

위해서는 그들을 교육시킬 우수 대학원(둘째 목표)을 필요로 하며, 

또한 우수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을 구성하는 

__________ 
6  대학에서 산업으로의 기술이전율은 총 기술 이전 수와 대학이 소유한 기술 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기술은 기술 특허, 응용 특허, 디자인, 기술 정보와 노하우(know-

how)를 포함한다. (산업자원부(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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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과 교수(첫째 임무)와 연구와 교육인프라(둘째 임무)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외에 산학협력을 강화시키고 지역 대학원을 육성하는 또 

다른 임무가 있다. 이 임무는 대학의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를 

통해 지역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3.2: 2 단계 BK21 사업의 목표와 임무 

다음에서는 실제 목표와 임무가 어떻게 사업 투입요소와 

연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표 1: 새로운 지식과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인력의 규모및 역량 증진

목표 2: 세계적수준의대학원및
연구중심대학육성

<목표달성에요구되는임무>
우수연구집단지원

글로벌경쟁력을갖춘대학원양성을위한
물리적제도적인프라구축

대학원이외의교육환경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기타임무>
지역대학원육성

산학협력증진

대학의경제적기여및지역혁신
클러스터에대한기여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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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투입요소 

투입물은 사업의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BK21 사업의 

예산과 규칙을 의미한다. 사업규칙은 사업 참여자와 사업수행 

과정에 영향을 주는 원칙 등을 말하는데, 사업전략, 지원 단위, 

선정 및 평가 기준, 기타 운영 메커니즘 등에 반영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정부기관의 공식 문건, 보도자료, R&D 통계자료 

등을 분석함으로써 2 단계 BK21 사업 투입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BK21 예산 

BK21 사업은 우수 대학의 사업단에 속한 대학원생, 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의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7 . 동 예산은 7 년에 

걸쳐 안정적인 보조금 형태로 사업단에 지원된다. 한편 BK21 

예산은 연구프로젝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단은 연구 프로 

젝트, 연구시설비 등을 위해 다른 연구비 등을 찾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BK21 예산은 특히, 수혜 사업단의 학문적 우수성의 

신호역할을 함으로서, 다른 정부 및 민간 연구비의 지원을 받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7 년간에 걸친 2 단계 BK21 총 예산은 

210 억 달러(연 30 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BK21 예산은 한국 

전체와 대학이 지출하는 R&D 예산에서 작은 비중만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2004 년 BK21 사업은 1800 억원을 지원(표 2.1)하였는데 

이는 한국 R&D 총비용(GNERD, 2004 년 총 22.2 조원)의 

1 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한국 대학의 GNERD 기여 또한 총 

22.2 조원의 단지 8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지원 대학 R&D 

총 예산(총 1.4 조원, 2004 년)에서 차지하는 BK21 의 비중 또한 

작다.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연구비는 각각 BK21 사업 

예산을 초과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학술연구육성사업 또한 

BK21 사업 예산보다 많다. 정보통신부 또한 BK21 예산의 6 분의 

__________ 
7 사업단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사업단 선정 기준”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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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해당하는 예산을 대학 R&D 로 지원하고 있다. 2 단계 

사업예산이 1 단계의 1.5 배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GNERD 의 

2 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예산은 학문분야, 지역, 사업단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배분된다(교육부, 2006c).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이미 1 장에 

서 설명한 바 있다. 

 

 
표 3.1 한국의 연구개발비 지출 (2004) 

구분  금액 10 억원(KRW) 비중(%) 
대학 2,201 9.9% 
산업 17,020 76.7% 
공공 연구기관 2,965 13.4% 

GNERD 구성 

총 GNERD 22,185 100.0% 
정부 1,437 65.3% 
기타 공공기관 406 18.4% 
민간 기관 350 15.9% 
해외 8 0.4% 

대학 R&D 자금 
원천 

총 대학 R&D  2,201 100.0% 
과학기술부* 365 25.4% 
산업자원부*  291 20.3% 
정보통신부* 33 2.3% 
교육부 학술연구조성사업* 226 15.8% 
교육부 BK21 180 12.5% 
기타 342 23.8% 

정부의 대학 R&D 
예산 구성 

총 정부 대학 R&D 예산  1,437 100.0% 

과학기술부(KISTEP) (2005), pp.18-19. 
* 교육부 내부 자료.  

BK21 사업의 지원금 구조는 다음과 같다. 사업예산의 

70~80%는 대학원생, 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 등의 생활비 지원에 

지원되며, 나머지는 국제협력 또는 기타 비용에 쓰여 진다8. 이 

또한 대학원생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BK21 

예산을 통해 국제 워크숍과 세미나 참여시 교수는 대학원생을 

__________ 
8  사업단의 예산은 학문 분야별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응용과학 사업단은 

대학원생의 생활비에 BK21 예산의 60 퍼센트, 박사후 과정생과 계약 교수에게 20 

퍼센트, 그리고 국제 협력과 기타 비용에 나머지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MoE(2006a, 

2006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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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BK21 참여 교수는 

본인의 인건비, 시설 및 간접비용, 출장비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이 인정되는 다른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  

BK21 사업 이외의 다른 정부 R&D 사업이 프로젝트 연구비로서 

지원되고 있는데 정부의 다른 R&D 사업에서는 프로젝트 계약을 

맺은 교수가 지원금의 수혜자로서 계약에 따라 연구 인건비, 

시설비 등 여러 비용에 대해 지원금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BK21 사업에 있어서는 대학의 총장이 계약상의 책임을 지며, 

사업단장이 예산 지원에 따른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진다. 

대학은 BK21 사업비를 선정된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박사 후 

과정생, 계약교수 등을 지원하는 데 지출한다. 선정 사업단 소속 

교수는 BK21 사업으로부터 지원 받는 대학원생과 계약 교수 등의 

연구 인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사업 예산의 배분에 

많은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원 대상 학생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사업단은 자체적으로 최소한 누구에게 

BK21 의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략 

BK21 사업의 공식적인 전략은 우수 대학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뷰과정에서 대학별로 

동 사업이 소수의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많은 대학에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볼 수 있었다. 1 단계에서 2 단계로 전환하면서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볼 수 있는데, 즉 1 단계 

사업에서는 예산의 대부분이 서울대학에 집중, 서울대학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상당한 중점을 두었으나, 2 단계 

사업은 1 단계에 비해 더 많은 수의 대학에 지원되고 있다.  

2 단계 사업의 상위 5 개 수혜대학은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성균관대학, 그리고 부산대학으로 동 대학은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1 단계 사업의 상위 5 개 

수혜대학은 서울대학, KAIST, 고려대학, 포항공대, 연세대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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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 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대가 34%를 

차지하였다. (표 3.2) 

이러한 선택과 집중은 BK21 사업이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세계적인 우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채택 

해야 할 당연한 전략으로 보인다. Brewer, Gates, Goldman (2002) 

은 명성을 추구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집중전략을 택하는 반면, 

이미 명성을 얻은 대학의 경우에는 자원을 보다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인터뷰 참여자는 BK21 사업자금은 보다 경쟁력 있는 

우수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한 seed money 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BK21 은 7 년 동안 대규모의 안정적인 예산을 사업단에 지원 

한다. 사업단별 지원 예산규모는 타 정부 연구비에 비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2 단계 BK21 사업 기간 동안, 과학기술 분야 

사업단은 매년 15 억에서 70 억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단계 사업(1999-2005)에서는 연간 평균 17.7 억원의 예산이 

과학기술분야 사업단에 지원되었다. 반면, 타 정부 연구비의 규모 

는 상대적으로 작다. 예를 들어, 2005 년 한국 과학재단의 기초 

과학 연구프로젝트의 연간 평균 연구비는 1 억원 이하이다. BK21 

의 예산은 보다 적은 수의 연구그룹에 집중됨으로서, 동 사업이 

수혜 대학 총 연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1 단계 사업비 지원 상위 5 개 대학의 경우, BK21 예산은 

해당 대학 총 연구비의 5 퍼센트에서 14 퍼센트에 달한다 (표 3.2). 

 
표 3.2  1 단계 BK21 사업 상위 5 개 대학의 총 연구비 (2005) 

(단위:  10 억원) 
대학 총 연구 자금(A) BK21 자금(B) BK21 비중 (B/A) 

서울대학교 246.5 33.6 13.6% 
KAIST 108.3 15.3 14.1% 
고려 대학교 86.7 7.8 9.0% 
포항 공과 대학교 77.2 8.6 11.1% 
연세 대학교 123.0 6.3 5.1% 
출처: 총 연구비(교육부, 2006d). BK21 예산 (학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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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서울대학교의 BK21 예산에는 대학원생 기숙사 설립비를 포함하지 않음. 서울대학교 
기숙사 설립비는 매년 지원되었는데 2005 년의 경우 350 억원이다. 이를 포함할 경우, 
총 2005 년 BK21 예산의 27.8 퍼센트가 서울대학교에 지원되었다.  

BK21 사업은 대학이 스스로 육성하려는 학문분야를 선정하여 

이곳에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대학 

은 사업 신청 시 자체 육성 학문 분야를 선택하여 이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계획, 연구비 관리개선 계획, 교수평가시스템 개선 

계획과 같은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9.  

BK21 사업은 또한 전반적인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비록 지원 단위가 학과수준이지만, 수혜 사업단의 선정시 동 

사업단(학과)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 동 

사업단(학과)에 대한 지원, 제도개혁, 연구 인프라 개선계획 등을 

반영하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대학들은 대학전체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BK21 사업은 동 사업이 의도하는 대학 수준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학과장이 사업단장을 맡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단장이 학과 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대학수준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BK21 은 학과나 대학의 역량에 따라 수혜 사업단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단에 속하는 대학원생에 대해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 사업은 대학 

의 R&D 비용을 보조하고, 박사와 석사학위 획득 비용을 감소 

시키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박사 후 과정생과 신진연구 인력 

에게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기위해 디자인되었다. BK21 은 대학원 

생 등 연구 인력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등을 보조하나, 이러한 

지원이 수혜 받는 개인의 우수성에 의하기 보다는 소속 대학과 

학과의 우수성에 기반 하여 선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__________ 
9 특성화는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의 방향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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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위(Unit of Support) 

사업의 지원단위는 학과 수준의 사업단이다. 지원대상인 

대학원생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 소속으로 되어 있다.  BK21 

사업의 참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10. 사업단 참여 교수 수는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7 명, 기초과학분야의 경우 10 명, 응용과학 

분야의 경우 10-25 명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70%이상의 학과 

교수들이 사업단에 참여하여야 한다. 11  사업단장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사업단을 안정적으로 이끌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큰 규모의 

다른 정부 지원 연구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단 참여 교수는 이전 3 년 동안 3 편 이상의 논문 

을 게재하여야 하고, 참여 대학원생은 주당 40 시간 이상을 연구 

와 교육에 전념하여야 한다. 아울러, 모든 사업단은 지원 BK21 

예산의 최소 5 퍼센트의 대응자금을 대학으로부터, 응용과학과 

학제간 융합분야 사업단은 지원 예산의 최소 10 퍼센트의 

대응자금을 산업체로부터, 지역 대학의 사업단은 지방 정부로부터 

3-5 퍼센트에 해당하는 대응자금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선정된 학과의 모든 교수와 대학원생이 사업에 참여 

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대략 하위 30 퍼센트 

의 교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사업단 참여 교수는 사업단의 

성과제고 차원에서 교체될 수 있다. 사업단장만이 사업단의 상시 

참여자가 되는 셈이다.  

사업단 선정기준 

선정기준이 선정과정 전에 발표되어 신청 대학(학과)은 연구 

의 우수성, 산학협력, 대학특성화, 지역혁신(지역대학) 등과 같은 

__________ 
10  사업신청 시 여러 학과가 하나의 사업단을 형성할 수 있으나 향후에 한 학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11 응용과학 사업단의 경우 최소 교수 수는 분야별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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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에 비추어 분야별로 자신의 대학(학과)의 순위12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13.   

선정 기준은 경쟁에 의한 우수성 순위를 토대로 하며 각 

학문 분야별로 사업단의 순위가 결정된다. 순위 결정기준은 학문 

분야별로 다소 다른 가중치가 적용되는데, 응용과학분야의 경우 

연구, 교육, 대학특성화 영역이 같은 가중치로 적용되며, 기초 

과학분야의 경우 교육과 연구는 같은 비중으로 대학 특성화 보다 

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며 산학협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부록 C 

에 응용과학 분야의 선정기준이 요약되어 있다.   

많은 인터뷰 참여자는 이러한 BK21 사업의 경쟁규칙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한국 내에서 대학과 학과의 비교 순위가 명확해 졌고, 

이러한 점이 대학간, 학과간 더 치열한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 

되었음을 강조하였다14.  

예산 신청금액의 수준은 선정과정에서 검토대상이 아니다. 

각 사업단은 지원예산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각 선정 

사업단 15 은 일반적인 예산 배분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업단이 요청한 액수만큼 지원을 받게 된다. BK21 사업이 학과의 

규모(대학원생 규모)에 비례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으로 수혜 

대학원생 등은 매월 일정액의 장학금 등을 받게 된다. 

성과 평가 기준 

2 단계 사업의 성과 평가기준은 연차평가 기준이 수립되었고 

중간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2 단계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사업전체의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은 

앞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2006a)는 학문 분야의 

__________ 
12  교육부에 의하면 이것이 경쟁률(신청 대비 선정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인데 높은 

순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은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3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는 지역대학 사업단의 선정에서만 고려된다. 

14 산출 요소와 중장기 성과에 논의할 때, 이에대해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15  대형사업단에는 3 가지 분야(기초과학분야, 응용과학 및 학제간 분야, 인문사회 

분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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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2 단계 성과평가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 단계 성과평가 단계에서는 학문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논문 수 

등과 같은 측정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이 비판되었다. 목적 

의 다양성과 연구 분야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 2 단계 

사업 평가는 1 단계에 비해 좀 더 많은 질적 평가가 도입될 것을 

예상되고 있다. 2 단계 사업단은 각자의 목표를 수립하여 이의 

실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법(MBO)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된다. 수혜 

대학과 사업단은 또한 국내 또는 해외 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자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단은 신청 시 제출한 계획서의 계약조건과 진행상황을 

토대로 매년 평가를 받게 된다(MoE, 2006a). 아울러, 2008 년에 

실시될 중간평가에서는 각 학문분야별 하위 평가 사업단은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업단과 경쟁해야 한다. 2011 년 평가에서는 성과가 

매우 저조한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예산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2 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2 년에는 사업단과 

전체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가 이루어 지게 된다. 

기타 운영 메커니즘 

2 단계 BK21 사업 평과와 관리 구조는 다음과 같다. BK21 

사업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관할에 있으며 교육부는 사업의 핵심 

요소와 집행메카니즘에 대한 결정을 한다. BK21 기획단이 2 단계 

사업 착수 이전단계에서 기획의 책임을 담당하였고, 이후에는 

학술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술진흥재단 (KRF)에 

그 사업의 관리업무를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재단 내의 

BK21-NURI 위원회(BNC)가 새롭게 구성되어 사업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학계, 산업계, 정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BK21 사업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새로운 평가 방법 16 을 개발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2 단계 사업 관리와 

평가에 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__________ 
16 MoE 2006a, 2006b, and 2006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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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BK21 사업의 목적과 임무는 사업의 인적 물적자원 및 사업 

규칙과 같은 투입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BK21 사업의 총 

예산은 대학에 대한 기타 R&D 지원금에 비해 작은 비중만을 차지 

하고 있지만, 동 사업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함 

으로써 다른 정부 R&D 프로젝트 사업에 비해 단위사업당 더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각 대학은 BK21 예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대학전체 차원에서 사업의 의도에 부합하는 

개혁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유인을 가지게 되었다. BK21 예산은 

또한 수혜 사업단들이 특정 연구과제에 국한하지 않고 학과의 

수월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폭 넓은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업의 목표와 임무는 또한 대부분 경쟁 원칙을 통하여 

사업의 규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BK21 사업 선정이 수월성 

순위에 기본을 두고 있으므로, 대학과 학과의 상대 순위가 

BK21 이전에 비해 보다 명확해 졌고 이에 대학과 학과간의 경쟁도 

보다 치열하게 되었다. 2 단계사업은 수혜집단의 풀을 넓힘으로서 

한국 대학(원) 간 경쟁의 범위를 더욱 넓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2008 년, 2011 년의 2 단계 사업 중간평가는 하위 성과 평가 

참여자를 다른 신규 참여자와 대체하는 경쟁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사업 활동, 동기, 산출물, 결과물에 이들 투입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다 면 히 살펴보고 자 

한다.   

사업의 동기, 활동, 산출물, 성과물 

BK21 사업 역학은 개인과 그룹의 동기, 활동, 산출물과 

결과물의 변화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 

투입요소와 산출물, 결과물의 연계를 조명하고 있다. 2 단계 BK21 

사업은 2006 년 초에 착수되어 아직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동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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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 단계 사업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1 단계 사업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관찰하였다. 본 절 에서 

는 1 단계사업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 났으며, 이러한 변화가 

수혜 그룹과 비수혜 그룹간에 어떻게 서로 달랐으며, 2 단계 사업 

으로 인한 변화는 1 단계 사업으로 인해 일어난 변화와는 어떻게 

다를 것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2 단계 사업은 그 목적과 임무, 자금 지원 규칙, 선정 기준에 

있어서 1 단계 사업과 비슷하다. 그러나 1 단계 사업이 대학 구조 

개혁을 포함한 대학수준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반면, 2 단계 사업 

은 산업과의 협력를 포함한 학과 수준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기(Incentives) 

동기는 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디자인 된다. 동기 디자인은 

사업구조에 포함되어 있다. 대학원생과 박사후 연구생, 연구 계약 

교수의 생활비 보조는 BK21 의 주요 동기를 구성한다. 이 동기는 

각 개인과 기관에 따라 그 효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대학원생의 경우, BK21 지원금은 박사 및 석사 학위 획득의 

예상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BK21 로 인한 재정안정은 수혜 

대학원생이 연구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동 사업은 또한 학과와 대학의 우수성에 대한 

신호효과 역할을 함으로서 학생들의 대학원 선정에 있어서 정보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사업 지원금은 또한 이전에 비해 

대학원생들이 국내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유인을 높일 수 

있다.   

BK21 사업의 박사후 과정생과 계약 교수에 대한 유인은 

이들이 평생 직장을 구하는 전환 단계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BK21 사업은 또한 대학과 학과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연구성과 증대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박사후 

과정생과 계약 교수를 고용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서 이들의 고용 

기회를 넓힐 수 있다. 또한 동 사업은  박사후 과정생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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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한국의 학계 연구인력 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창출 할 수도 있다. 

동 사업이 교수들에게 제공하는 유인은 BK21 지원금이 

교수들에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을 제공해 준다는 데 

있다. 즉, 수혜 대학원생, 박사후 과정생, 연구 계약교수의 

비용을 보조함으로서, 사업 참여 교수는 연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BK21 은 대학의 R&D 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론, 교수들에 대한 연구유인을 

제공함으로서 교수들로 하여금 교육 보다 연구를 선호하는 교육과 

연구시간의 대체효과(Trad-off)를 가져올 수도 있다. BK21 은 또 

한 참여 교수들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는 효과도 있다. 사업 수혜 

자체가 연구역량에 대한 신호역할을 함으로써 참여 교수들은 더 

많은 연구 수행이 가능해지고 더 많은 학생을 유인할 수 있게 

된다.  

학과와 대학 입장에서는 BK21 의 지원금의 규모가 크고 안정 

적이므로 BK21 사업은 매우 매력적인 재정적 유인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대학과 학과들은 BK21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학의 

연구 인프라와 학과의 운영관리 등을 개선하고 기타 BK21 사업이 

추구하는 지원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동기를 

가지게 된다. 대학들은 또한 BK21 지원금 이용을 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논문생산성을 높이려고 보다 많은 박사후 과정생과 

연구인력 고용을 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 

수혜 대학원 학과는 우수 학생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응답자들은 BK21 의 대학원생 생활비 보조가 사립 대학의 

학비에 비해서는 적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국립 대학의 학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표 

3.3 과 같이, 사립대학의 연 평균 학비는 2007 년 국 공립대학의 

2 배 이상에 해당한다. BK21 은 대학원생에 국 공립대학 학비의 

3 배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생은 학비와 생활비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혜 학생이 사립대학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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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등록한 경우, 학비를 제외하면 적은 분량의 생활비만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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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대학(4 년제) 등록금 대비 BK21 지원액 (2007) 

(단위: 천원) 
국공립 대학 3,370 연평균 등록금 
사립 대학 6,890 
석사 과정생 6,000 
박사 과정생 10,800 
박사후 과정생 24,000 

BK21 연간 수혜자 최소 
지원금 

계약 교수 30,000 
출처 : 등록금 통계는 한국 헤럴드 매일 경제 기사(2007 년 7 월 19 일) 참조. BK21 
지원금은 MoE (2006a) 참조. 
주:  대학 내에서도 학과별 등록금은 다양하다. (사립대학의 학과별 연평균 등록금은 
한국사학 진흥재단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   

 

조사 참여자들은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없다면 이들이 

높은 학업비용으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거나 진학하더라도 파트 

타임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원에 등록해서 안정적인 연구 

및 교육에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사립대학의 조사 참여자는 또한 사업 

수혜 사립대학들은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립대학과의  

경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만약 대학원생 1 인당 

지원금 수준이 더 증가될 경우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들과 경쟁 

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몇몇 조사 참여자들은 한국경제가 상당히 발전함으로써 한국 

학생들이 이전에 비해 어려운 일을 하려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진로보다 더 어려운 과학기술분야 대학원 과정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BK21 은 대학원생의 과학 

기술 교육에의 참여를 장려하기위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또 이것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학생 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활동(Activities) 

BK21 사업은 대학원생, 교수, 신진연구인력, 그리고 대학 행 

정담당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도록 디자인 되었다. BK21 사업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는 중에는 프로그램 디자인에 의해 의도된 

변화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변화 또한 일어날 수 있다. 

연구와 교육은 대학의 주 활동이며 특히 대학원의 경우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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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매우 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의 투입요소와 

동기부여는 관련된 개인들과 기관들의 동기 변화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대학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몇몇 BK21-NURI 위원회 위원들은 BK21 사업이 연구활동을 

강화시키는 반면, 우수한 교수들이 교육활동에 점점 더 작은 

비중을 두는 등 교육활동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의 교수는 연 18 학점을 가르쳐야 하는데, 연구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많은 논문을 

게재하려고 하게 되면 연구활동과 교육활동간의 상쇄효과가 

불가피해 지게 된다. 조사 참여자들은 대학원의 경우 교육과 

연구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쇄효과의 정도가 덜 

심각하지만 특히 학부 교육의 희생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BK21 은 대학원생들의 국제 

회의 참가비만을 지원함으로서 국제 협력의 증진에 제한된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데, 동 사업이 해외 학자와의 공동저술 또는 

해외 교수와 대학원생의 한국으로의 유입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조사 참여자에 따르면, BK21 사업은 수혜대학의 활동뿐만 

아니라 비수혜대학의 활동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 단계 

사업의 비수혜대학은 2 단계 사업에서만큼은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력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은 재정적으로 

등록금 수입에 매우 의존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생활비 

보조를 위한 재정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BK21 지원금은 규모나 

안정성 면에서 재정적으로 매우 매력적이라 할수 있으며  실제로 

수혜대학의 예에서 보듯이 대학 전체 대학 연구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대학의 모든 조사 참여자가 인정했듯이 

BK21 의 브랜드 없이는 우수 대학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원에 미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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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한 조사 참여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계약직 

연구교수를 더 채용하고 있는데, 이들 계약직 교수들이 학계 노동 

시장에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연구 생산성 증가에 많은 기여는 

하고 있으나, 소위 2 류 교수로 인식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상당수의 조사 참여자들은 BK21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의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학생이 교수의“연구노예”와 같은 

인식)는 바람직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대학생원들은 여전히 그들 

의 지도교수에 의존은 하고 있으나, BK21 지원금이 교수-학생간의 

관계에서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보다 균형잡인 

관계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 조사 참여자는 현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가 이전에 비해 비즈니스 관계인 것 

처럼되는 것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학생-교수간 관계가 보다 

평등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산출물(Outputs) 

사업의 산출물은 연구와 교육활동의 생산물이다. 사업의 

산출물은 사업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들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BK21 사업의 도입에 따라 관련 활동과 관련자들의 

동기가 변화하듯이, 사업의 산출물 또한 양적으로(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의 수 등에 반영) 또는 질적으로(사업참여자의 논문 

등에 반영) 변화한다. 사업 산출물은 또한 대학원의 인프라(예를 

들어, 관리, 운영 시스템)와 대학내 그리고 대학간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 질과 양 
많은 조사 참여자들은 BK21 의 연구비 지원과 이에 따른 

대학간, 교수간 경쟁으로 인해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SCI 논문 수가 사업 선정평가, 관리평가 등의 과정 

에서 주요 지표로 사용됨에 따라  사업 참여 대학에서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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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에 선정되려고 노력하는 대학들에서도 증가하였다. 1 단계 

사업에서 탈락되었으나 2 단계 사업에 선정된 대학 관계자는 소속 

대학의 연간 SCI 논문수가 지난 10 년간 90 편에서 1600 편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학의 관계자는 BK21 사업은 한국 

경제 발전단계에서 보여진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비교할 만한 

논문 드라이브 정책(publication drive)이라고 밝혔다. 

BK21 사업이 수혜 대학뿐만아니라 비수혜 대학의 연구 생산성도 

향상시켰다는 점은 주목해서 볼 만한 대목이다.  

제 1 단계와 2 단계 모두에서 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학 관계자는 논문수의 질과 양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대 

해 우려를 나타내었다. 최근 몇년간 논문수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은 이후, 대학들은 이제 양보다는 연구의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의 조사 참여자 또한 

1 단계 사업은 SCI 논문 수의 증가를 너무 강조하여 논문의 대량 

양산이 논문 질의 희생을 가져오는 경우도 빈번하였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인적 자원 

조사 참여자들은 BK21 사업은 선택된 분야에서 대학원생 수를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나,  정부 규제로 말미암에 고급 인력 

양성의 양적 증가에 대한 사업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건설 교통부는 한국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과 

인근지역의 학생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 등 수도권의 사립 

대학은 교육부의 학생-교수 비율 요건에 따라, 학부생의 수를 

줄이고 대학원생의 정원을 늘릴 수는 있으나, 대학 수입에서 

학부생 등록금의 중요성이 크므로 이들 대학이 학부생을 줄이면서 

대학원생을 크게 늘리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 사립 

대학은 대학생 정원을 보다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지방 대학은 서울인근 대학들에 비해 학생들에게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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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방대학들 또한 대학원생 정원을 

크게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다17.  

아울러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생 정원을 증가시키려면 교수-

학생 비율을 유지해야 하므로 더 많은 교수를 채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교수는 공무원에 해당하여 이들 교수의 숫자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정원규제에 따라 통제되고 있다. 국립대학의 

학생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으나, 

교수 정원이 타 기관의 규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원생 정원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18. 

경쟁 효과와 구조상의 변화 

많은 조사 참여자들은 BK21 사업은 대학 및 학과의 “구조 

개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K21 사업의 

지원여부가 해당 학과 교수들의 역량 등과 명시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실적이 낮은 교수의 퇴출을 유도하고 

경쟁력 없는 학과를 축소 내지 폐쇄하기가  이전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몇몇 조사 응답자들은 BK21 로 인해 대학간 

교수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상당 수 교수들이 경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교수직을 떠나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물론 

동 사업으로 인해 우수한 교수들이 대학을 떠나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교수의 퇴출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에 의하면, 대학 구조개혁은 한국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의 인력공급이  국가(지역)의 수요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고등교육 부문은 경쟁력없는 교수와 학과들이 시장경쟁 

(미국에서 작용하고 있는 시장의 법칙)에 노출되지 않은 채 

__________ 
17 한국의 총인구의 25 퍼센트가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적 

활동은 특히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있다. 

18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국립대학을 법인(non profit organization)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이 이러한 정부기관 규제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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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몇몇 조사참여자 

들은 한국의 어떤 대학은 연구에 중점을 두고 어떤 대학은 학부 

교육이나 지역사회 수요와의 연계(특히 중소규모 대학)에 중점을 

두는 모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 하고, 한국의 모든 

대학이 연구에 중점을 두는 동일한 모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1 단계에 탈락하였으나 2 단계 사업지원을 받는 대학의 조사 

참여자 2 명에 따르면, 1 단계 사업의 실패가 그들로 하여금 대학 

자체 구조개혁을 하도록 이끌었으며, 이로 인해 2 단계 BK21 사업 

이 요구하는 자격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 대학의 

관계자들은 BK21 사업으로 인해 이들 대학은 우수 인력의 중요성 

을 절감하고 경쟁력 없는 교수들을 더 이상 용인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매우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들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BK21 사업의 경쟁원칙과 지원금의 규모 및 

안정성으로 인한 유인형성 등이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조사참여자는 우수 저널에 논문을 실으면 대학본부로부터 

보너스를 지급받게 되고, 대학은 또한 우수교수 채용을 위해 미화 

10 만불을 초과하는 연봉을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다른 

조사참여자는 소속 대학이 1 단계 사업에서 실패한 이후 해당 

대학차원에서 미화 5 백만불에 해당하는 장학기금(1999-2005)을 

마련하고, 17 개 학문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21 백만불의 특성화 

기금 (2001-2005)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또한 소속 

대학 연구자들의 논문 수 증가를 위해 더 많은 박사후 과정생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관계자들은 또한 1 단계 사업이 서울대학을 세계적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사업의 주목표였다고 기억하였으며, 이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1 단계 BK21 신청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 단계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생겨났고 이에 1 단계에 신청을 거부 

했던 대학들이 2 단계에는 지원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 

였으며 더구나 2 단계 사업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대학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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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게 됨에 따라 2 단계 사업에 지원하려는 대학들의 의지가 

더욱 강해지는 효과도 있었다19고 밝혔다. 

1 단계와 2 단계 사업에서 모두 지원을 받은 대학 관계자는 

BK21 이 대학 전체 연구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BK21 

지원금은 이 대학이 크게 도약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사업 지원금이 1 단계 기간 동안 이 대학의 총 연구비의 

최대 30 퍼센트까지 차지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어떤 조사 참여자는 BK21 사업이 대학원 프로그램들은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대학원 프로그램의 

숫자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 

하였다. 즉, 한국 대학의 90 퍼센트 정도가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들 대학원 수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른 조사 참여자는 “많은 대학들이 보기에 그럴듯 해 보이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대학원의 질은 매우 다양하며, BK21 사업은 이들 대학원의 평가와 

질 개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K21 선정 과정은 대학간 학과 간의 상대적 순위를 더 

명확히 하였다. 모든 대학 조사 참여자들은 BK21 사업이 대학간 

그리고 대학 내 경쟁 환경을 조성하였음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경쟁 환경은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의 “신호효과(signaling ef-

fect)”를 통해 조성되는데, 동 사업은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 

에서 어느 대학과 어느 교수가 더 우수한지를 알리는 신호 (sig-

nals of excellence)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 단계 

비수혜 대학의 조사참여자들은 BK21 브랜드  없이는 우수한 대학 

원생들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뿐만아니라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연구비가 충분히 있는 

대학들 조차 BK21 의 명성을 얻기 위해 여전히 사업 지원을 

__________ 
1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진은 1, 2 단계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의 

관계자는 인터뷰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이 사업 역학에 대한 의견은 동 사업이 당해 

대학에도 같은 방식으로 경쟁적 환경조성과 같은 영향을 미쳤는 가에 확인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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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려고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신호효과는 

이미 그 명성이 알려진 최상위 대학에서 보다는 중위권 

대학들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그렇다고 동의하였다.  

대학과 학과의 인프라 변화 

BK21 사업은 연구의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서울대학에 대한 대학원생 기숙사 설립비 지원의 

경우는 예외), 대학들이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수혜 대학들은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스스로 하여야 한다 20 . 사실 인프라 투자는 한국의 대학 및 

학과들이 세계 수준의 수월성을 갖추기 위해 해야하는 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수단의 

선택도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프라 투자는 대학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조사참여자들은 한국대학의 물적 

인프라의 개선이 장기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연구진의 질문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산학 연계 

BK21 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의 임원은 산업계는 대학을 

인적자원의 공급원 및 기초연구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산업계가 학계와의 협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주요 분야는 채용, 임직원 재교육, 그리고 기업 이미지 

개선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경우 신제품 관련 연구를 위해 

대학과 협력할 인센티브는 적은 편이며 오히려 기초기반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기초기반기술 

연구는 특정상품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산업계 전반에 대해 

__________ 
2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K21 지원 대학은 자체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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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줄 수 있고, 보다 중요하게는 산업계 연구에 채용될 

차세대 인력의 양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산업계 조사 참여자는 BK21 사업이 대응자금 요구 등 산학 

협력 강화를 장려하는 여러 정부사업들에 대해 어려움을 표하였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기업내 연구 활동이 활발하므로 대학과의 

협력연구를 반드시 해야만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BK21 사업이 한국의 노동 공급 부족 섹터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 하며 인문학과 같이 노동인력 초과 공급 섹터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학의 조사 참여자들은 2 단계 BK21 의 대응자금 요건을 

충족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BK21 필요요건의 충족을 위해 동 

사업의 자금으로 전환시켜야 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산업체는 

대개 우수 대학원 졸업생을 채용하고 업무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의 연구를 후원하기 때문에, 

산업체로부터의 지원금의 활용은 대개 유연한 편인데 반해 

BK21 사업에서는 일반적인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것보다는 특히 

산학간의 공동연구 등을 장려하고 있어 자금의 활용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라고 한다. 

한 대학 조사 참여자는 BK21 사업을 통해 산학 협력 연구를 

촉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왜냐하면 BK21 

지원금은 연구프로젝트에 기본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산업에 

유용한 연구와 대학이 원하는 연구간의 격차를 좁히는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응답자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타부처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기반 연구비들이 

산학 협력 연구 증진에 보다 적합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측 조사 참여자는 BK21 사업에서 

산학협력의 주요 정책의도는 연구 협력 자체보다는 인적자원개발 

협력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술진흥재단 조사 

참여자에 따르면, 2 단계 BK21 사업은 커리큘럼 개발, 산학간 

인력교류 등의 영역에서 산학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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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노동인력의 수요 공급 미스매치 해소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계가 BK21 사업의 산학연계 노력에 대해 위에서와 

같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산업계 대응자금의 수준을 사업단 

선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 참여자들은 산업계 대응자금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한 지표이기 때문에 산학협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단지 하나의 평가지표로서 사용하고 있을 

뿐, 대응자금의 수준자체를 높이려고 하는 정책적 의도가 없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교육부(2006a)는 2 단계 사업에서 산학협력을 

강조하게 된 것은 1 단계사업에 대한 여러 평가들에서 산학협력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던 데 기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성과(Outcomes) 

사업성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를 말하며 

사업이 의도한 효과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를 포함 

한다. 사업의 장기적 성과에는 특정 한국 대학의 국제적 위상, 

한국 고등 교육 일반의 국제적 위상 변화, 노동 생산성에의 영향 

등의 효과를 포함한다. 이러한 성과들은 BK21 사업 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노력, 국제적인 금융 및 과학기술 여건 및 추세 등 

외부적인 여건들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업의 투입요소와 

사업의 장기적 성과간의 인과관계는 사업의 투입요소와 산출물 

간의 관계만큼 직접적이지 않다. 

BK21 이 한국의 우수 인력 풀의 규모와 질을 개선하고 한국 

대학의 국제 위상을 제고시키는 진정한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날 것이다. 세계 수준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월한 

연구능력 등 사실상 우수성(de facto excellence)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수월성의 명성(Prestige)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수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수는 사실상의 학술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단기간에도 달성할 수 있지만 국제적 

명성을 얻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제적인 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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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대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21. 

응답자들은 BK21 이 한국 대학의 국제적 지위를 개선하는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우수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목표를 성취 

하기까지에는 더 많은 투자와 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2 단계 사업 수혜 대학의 관계자는 현재 해당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과 대학원 프로그램은 미국의 25 위에서 30 위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학생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고 하였다. 또한 공과대학의 경우 동경대학의 공과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나, 동경대학의 경우 교수 수가  자신의 대학의 거 

의 2 배에 달하고 SCI 에 등재된 일본어 저널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본 동경대학이 위 대학보다 더 많은 논문을 출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신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인력 육성이라는 2 단계 사업 

목표에 대해서 한 조사참여자는 BK21 사업은 과학 기술자의 수요 

공급간 미스매치를 개선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사업 선정평가 기준에도 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균형관련 사항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2 단계 

사업이 특히“과학기술 융합분야”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를 도입 

함으로써 과학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 커리큘럼 공동개발, 산학간 

인적교류 등을 통한 산학협력을 증진하려는 정책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사업으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많은 조사 참여자 

들은 1 단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2 단계 사업에서도 대학과 대학원 

과정의 순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역할을 계속 함으로써 학문적 

__________ 
21 Brewer, Gates, Goldman (200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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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에 대한 신호효과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연구진들이 2 단계 사업에서는 보다 많은 대학들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대학들이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에 

참여할 것이며 이는 보다 많은 대학들이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연구진의 질문에 대해 여러 

응답자들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하였다.   

몇몇 조사 참여자들은 2 단계 사업의 성과가 평가 시스템과 

평가지표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지표들은 측정하기가 용이하지만, 박사학위 소지 

자의 질 개선과 그들의 진로의 선택과 같은 것들이 더욱 중요한 

성과이므로 이에 대한 성과 측정이 매우 어렵다고 할지라도, 

대학의 질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조사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질적 평가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22 

조사 참여자들은 BK21 사업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몇몇 응답자들은 BK21 사업은 보다 적은 수의 사업단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조사 참여자는 동 사업이 연구 인프 

라와 교수 채용활동에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하였다. 

다른 조사 참여자는 세계 수준의 한국 기업은 전세계의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BK21 사업 또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약 

대부분의 조사 참여자들은 활동, 동기, 산출물, 사업성과 

측면에서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사업이 바람직한 

변화로 기대하고 있는 변화들과 대체로 비슷하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몇몇의 다른 견해들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각 조사 참여자들의 서로 주관적 견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__________ 
22  이 보고서에서 정성 평가는 정성 데이타에 기반을 둔 평가를 의미한다. 정성 

데이타는 동료 평가 서베이 등에서 나올수 있다. 반면 정량평가는 숫자와 통계를 

기본으로 한 평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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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의 주요 인센티브는 수혜 학생 및 신진인력인력에 

제공되는 장학금이다. 조사 참여자들은 이러한 장학금 보조 

없이는 대학원생들의 대학원 등록 및 성공적인 학업 수행이 힘들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몇몇 조사 참여자들은 BK21 이 별도의 

지원이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BK21 인센티브의 효과는 등록금 수준의 

차이로 인해 국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학의 자체 학생정원 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동 사업이 대학원생 

수의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차감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많은 조사 참여자들은 또한 BK21 사업의 경쟁원칙이 한국 

대학의 구조 개혁을 이끌었다는데에 동의하고 있다. 몇 조사 

참여자들은 2 단계 사업에서는 지원대상이 1 단계 보다 더 

광범위하므로  대학의 자체 개혁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나, 일부에서는 BK21 사업은 보다 좁은 대상에 중점을 

두고 집중지원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학원 수 감소에 일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BK21 사업은 특히 커리큘럼의 공동개발, 산학간 인력교류 

측면에서 산학연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고급 인력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산업계 조사 참여자는 산업계는 대학이 

기초 학문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능력있는 산업인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대학의 조사참여자들은 

2 단계 BK21 의 산업 대응자금 요건 충족의 어려움을 표하였다.  

BK21 은 논문 수 등 정량적인 사업성과면에서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몇몇 조사 참여자들은 또한 BK21 이 한국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으며, 많은 이들은 또한 한국대학의 위상강화가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 내에서 대학원 학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한편, 몇몇 조사 참여자들은 동 사업이 

정량적인 산출물과 사업성과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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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교육의 질적 변화측면에서의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더 많은 정성적 지표들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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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계량 모형 

서론 

이전 장에서는 논리모델을 통해 BK21 사업의 주요 요소인 투입, 

사업 참여자(개인, 대학)의 동기 및 활동, 사업성과 등간의 관계 

를 설명하였다. 사업의 주요 요소들간의 관계 중에서 어떤 것들은 

정량적 분석이 보다 용이하고 어떤 것들은 정성적 분석에 보다 

적합하다. 예를 들어, 연구의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예: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질 측정)는 대학의 경쟁적 환경의 조성의 정도 

또는 대학의 국제적 순위 등에 비해 정량적 분석이 용이하다. 

후자와 같이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사업성과(산출물)는 정량적 

분석 이외의 방법을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장에서는 정량 분석이 용이한 사업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계량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4.1 에서는 

정량 평가에 적합한 논리모델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정량 

평가에 덜 적합한 경우란 논리모델의 요소 중에서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힘들거나(예: 대학의 경쟁적 환경), 사업과 결과간의 

연계가 매우 느슨한 경우 (예: BK21 사업과 한국경제의  노동 

생산성과의 관계) 등을 말한다. 또한 2 단계 사업이 막 시작된 

단계에 있으므로 아직 2 단계 사업의 요소들에 관한 통계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장에서는 1 단계 사업관련 통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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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계량 평가에 적합한 논리 모형 요소  

 

서 입수 가능한 통계를 사용하여 계량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예시적으로 ‘논문 수’를 주요 산출물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데 이것은 BK21 사업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에 대해 모두 입수 

가능한 통계가 현재로서는 논문수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 지표일 뿐이며, 다른 산출물 정량 지표들 또한 여기서 

제시한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장에서 제시하는 

계량모형은 인적자원개발 영역(박사학위 취득자 수 등) 및 

산학협력 영역 (특허 수, 산학공동과제 수 등) 등 다른 

평가영역에 대해서도 정량지표 통계가 입수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투입

• BK21규칙

• BK21예산

활동

• 연구

• 교육

개인과기관 (동기
및의사결정)

•교수

•대학원생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

•학과/대학

산출

•연구 (양과 질)

•인적자원생산

•대학원 인프라

•산학연계

•경쟁환경

- 대학내

- 대학간

- 교수진과 학부생에
대한신호효과

중장기성과

•대학의국제적
명성/순위

•대학의국내명성/순위

•고등교육인력노동
시장균형

•산업계연구의양과질

•노동생산성

복합환경

•대학/과학기술의국제적
추세

•산업여건

•금융자본

사업목표

•연구인력의역량및규모증진

•세계적수준의대학원및연구중심대학육성

소득안정

대학 R&D비용보조

박사및석사학위
취득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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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1 단계 사업은 완료되어 해당 사업기간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2 단계 사업평가에 적절한 계량모형을 

모색함에 있어 이러한 통계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림 

4.1 에 표시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부분들 중에서 1 단계 사업 

동안 통계를 축적해 두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며 특히 BK21 

사업에 응모하였다가 탈락한 그룹이나 응모하지 않은 그룹에 대한 

통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이들 그룹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통계가 논문 발간 편수 통계이므로 이를 

사용하여 계량모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예시해 보이고, 가장 

적절한 모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논문 수와 

관련한 여러가지 분석예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논문 수 

이외의 다른 정량지표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입수가능한 통계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본 장에서 다룰 내용은 우선 2 단계 사업평가에 가장 적합한 

계량모델을 선택하기 위해 1 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량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둘째로 사업예산이 논문 수 또는 다른 

정량가능한 산출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계량모형들을 검토해 본다. 셋째, 정량 데이터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때 가장 적합한 계량모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아울러 

이러한 계량모형의 사용에 따른 한계점 또한 다룰 것이다. 넷째, 

제시된 계량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용된 BK21 관련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다섯째,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 

모형이 향후 2 단계 BK21 사업 평가를 위해 어떻게 쓰여 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1 단계 사업과 2 단계 사업의 

차이점(특히 1 단계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대학에 

집중 지원하였으나 2 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넓은 범위의 

대학에 지원)으로 인해 계량 모형의 타당성 검증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단계 BK21 사업성과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1 단계 사업 데이터는 계량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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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을 고려한다면, 동 모델의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평가를 위해 사용될 

평가지표와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1 단계 BK21 사업 통계 요약 

이하에서는 1 단계 BK21 사업과 관련하여 입수가능하였던 

통계자료의 특성분석을 분석한다. 그림 4.2 에서 4.6 에 나타난 

5 개의 그래프는 1 단계 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서울대학교, 

KAIST 등)과 1 단계 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대학, 그리고 한국 

전체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논문 게재 수에 대한 추세를 차례로 

보여주고 있다. 1  대학 전체의 비교가 아니라 사업단간의 사업 

이전과 이후의 논문 수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 사업 

시행 전의 사업단별 논문 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사업단 논문 수에 가장 근접한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계량모델의 검증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다.  

BK21 사업은 종종 논문의 질보다는 논문 수의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학기술분야 논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예로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저널 

(Science 와 Nature)에 실린 논문의 수를 조사하는 것이나, 그림 

4.7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 저널의 게재 논문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 수에서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4.8 에서와 같이 ISI 에 의한 영향계수(Impact Factor, IF) 상위 

__________ 
1 BK21 지원을 받은 대학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KAIST,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포항공과대학,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아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상대학교, 명지대학교를 포함한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BK21 이전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BK21 의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은 BK21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 부경대학교, 순천대학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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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의 과학기술분야 저널에는 좀 더 많은 논문 이 게재되었으나, 

추세 면에서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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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한국 과학기술분야 총 논문 수 (199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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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서울대학교 과학기술분야 논문 수 (199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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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KAIST 과학기술분야 논문 수 (199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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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BK21 수혜 대학 과학기술분야 총 논문 수 (199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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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BK21 비수혜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총 논문 수 (199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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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Science지와 Nature지에 게재된 한국저자 논문 수  

           (199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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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IF 상위 15 위 저널에 게재된 한국저자 논문 수 (1996-2005) 

그러나 위의 그림들만으로 BK21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는 1 단계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서울대학에 집중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BK21 예산이 논문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측정에 대한 문제는 계량모델을 검증한 후에 다룰 예정이다.  

가능한 접근 방법 

BK21 사업 효과(treatment effect) 평가의 첫째 단계는 

측정할 효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비교집단을 

탐색하는 것이다. 사업 수혜집단을 이상적인 비교집단과 비교할 

수 있다면 사업의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상적인 비교집단과의 비교는 불가능하며 

단지 근사 비교집단을 통해서만 측정될 뿐이다.  

BK21 사업의 효과는 (1) BK21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경우와 

사업 예산이 투입된 경우의 대비효과 (2)  BK21 사업의 사업구조 

(예, 경쟁 규칙 등)를 통해 배분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이전의 기타 사업)의 효과 대비 등의 2 가지로 제시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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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표 4.1 에서 각각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이상적인 

비교집단을 제시하고 있다. 

 

표 4.1 사업의 효과와 비교 집단 

 사업 효과 1: BK21 예산 사업 효과 2: BK21 사업 구조 

 

사업 참여 집단 

 

BK21 예산을 지원 받은 

연구 집단 

 

BK21 예산을 지원 받은 연구 

집단 

 

이상적 비교 집단 

 

동일한 연구집단이 BK21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한 

경우를 가정 

 

동일한 연구집단이 BK21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통해 

BK21 사업예산만큼을 

지원받았을 경우를 가정 

 

BK21 사업 예산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비교는 BK21 수혜집단이 동 예산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못했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BK21 사업 구조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비교는 BK21 수혜집단이  BK21 사업 구조(사업단 단위의 

선정 경쟁 등)를 통해 예산을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는 것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현실에서는 관찰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적합한 평가 방법은 사업의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비교하는 것일 수 있다. 

무작위 추출방법은 비교집단(대학)의 특성이 아주 유사하여 

BK21 예산 지원 이후에 나타나는 양 집단간의 차이는 모두 BK21 

예산지원의 효과라고 가정할 수 있을 때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공공정책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가정이 

성립되는 집단들 안에서만 무작위 추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위 

추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상적인 비교집단 혹은 차선의 

비교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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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상적 비교집단에 가장 가까운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가령 BK21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수혜를 받지 

못한 집단은 첫째 사업효과(예산투입효과) 측정을 위한 비교 

집단으로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집단(대학)은 

BK 사업에 응모하였기 때문에 수혜 집단(대학)과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면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대학들이 

BK21 사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두번째 사업효과(사업구조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완벽한 비교 집단을 추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업구조 효과를 분석하는데는 정량 

분석보다는 정성분석을 통해서 BK21 사업이 가진 특징적인 

사업구조로 인해 어떤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BK21 ‘사업구조’ 효과 보다는 ‘예산투입’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본 장의 후반부에서 두번째 

사업 효과 평가의 일환으로 BK21 사업에 응모 자체를 하지 않은 

집단(non-applicants)을 비교집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BK21 사업의 예산 효과의 평가방법으로는 단순 비교 방법 

에서부터 보다 정밀한 통계방법을 이용한 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접근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여러 접근 방법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수혜 대학과 비수혜대학(신청 후 비선정대학)의 단순 비교 

BK21 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는 시작점은 

1999 년에 시작된 동 사업의 이전과 이후를 분석하는 것이다(Moon 

and Kim ,2001). 예를 들어, 서울대의 1996 년에서 1998 년 동안의 

과학기술분야 논문게재 수와 2000 년에서 2002 년 동안의 논문 수 

를 비교하는 것이다. SCI 논문의 경우 서울대는 1996 년과 1998 년 

기간 동안에 4,951 개의 논문을 발표했으나, 2000 년과 2002 년 사 

이에 그 수는 8,912 개로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4.9).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BK21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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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변수, 예를 들어 교수의 연구경험 증가 또는 논문발간을 

지원하는 다른 연구비의 증가와 같은 BK21 사업이외의 변수에서 

기인하는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996-1998 2000-2002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996-1998 2000-2002

 

그림 4.9:  서울대학교 과학기술 분야 논문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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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BK21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연간 과학기술 논문 수  

(199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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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사업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 집단의 과학기술분야의 논문 수(SCI)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 비교 결과 사업 수혜 집단은 1999 년에서 

2005 년 기간 동안 매년 평균 206 개의 논문을 발표한 반면 비수혜 

집단은 매년 평균 121 개의 논문을 발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이 비교방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BK21 수혜 집단은 한국 

최고의 연구 집단이므로 BK21 사업 없이도 비 수혜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논문을 발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데이터는 이 

가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BK21 사업 실시 이전인 1997 년을 

비교해 보면, 향후 BK21 수혜 대학들은 비수혜 대학들에 비해 

훨씬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었다.  

이러한 예는 동 사업 평가 시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하나는 BK21 사업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사업도입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존의 추세를 어떻게 분리해 

내는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 수혜 집단과 비교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혼란변수(confounding)에 의한 차이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단순 선형 회귀 모형(OLS), 매칭(Matching), 성향 점수(Propensity 

Score) 

사업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의 차이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에는 단순선형회귀모형(OLS), 매칭 

(matching), 그리고 성향 점수(propensity score) 등이 있다. 2 

   먼저 BK21 사업비와 특정 년도 사업단의 논문 수와의 

관계는 다음 단순선형회귀모델을 사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__________ 
2 Angrist and Kreuger (1999), Wooldridg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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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i 는 사업단, t 는 년도, publications 는 사업단의 특정 

년도 게재 논문 수, research group characteristics 는 사업단의 

관찰 가능한 특징벡터 (예 : 사업단 규모, 국립 또는 사립대학 

소속) 를 나타내며 BK21 지원예산은 해당 년도의 지원 규모, 과거 

7 년간 지원예산의 평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BK21 지원예산을 총 누적 예산으로 측정 한다면, 

계수 γ 는 사업단의 관찰 가능한 변수를 고려한 연도별 

수혜집단과 비수혜 집단간의 논문 수 차이를 설명한다. OLS 는 

사업단의 특징을 통제함으로써 전술한 수혜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 

단순 비교법 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LS 분석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다. 동 사업의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서 OLS 의 주요 

단점은 BK21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차별적인 특징들을 모두 

통제해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요소로 발생하는 두 

집단 간 차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 모델에서 

통제 가능한 변수들 이외에 논문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서 교수들의 기업가적 정신(entrepreneurship)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가진 교수들은 다른 교수들에 비해 

프로젝트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업가 정신은 

측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OLS 분석에서는 고려되기 어렵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논문 수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변수를 

누락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측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동 사업의 효과는 실제보다 부풀려질 

소지가 있다고 본다.  

OLS 방법은 또한 연구 환경에 관한 중요한 변수를 모두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Bias 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즉, OLS 를 이용한 분석은 심지어 누락된 모든 변수들의 순 

Bias 값이 (+)인지 (-)인지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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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미궁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다. OLS 는 또한 ‘함수 

형태(functional form)’에 대한 엄격한 가설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평가자는 사업단의 규모와 논문 수의 관계에 있어 실제 

관련성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사업단의 규모가 논문 수에 

미치는 영향이 선형적인지, 2 차방정식의 형태인지 또는 이외의 

형태인지를 띠는지를 결정해야 한다3.  

매칭 방법과 성향 점수 모델은 이러한 OLS 측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매칭 모델은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사업비 지원여부를 제외한 기타 특징들이 같은 연구 집단들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경우 함수형태에 대한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 연구 집단의 규모가 논문 수에 선형적으로 또는 이외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 모델은 OLS 과 마찬가지로 

관찰이 안되거나 측정 할 수 없는 변수들 때문에 bias 된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성향 

점수모델은 매칭 모델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정확한 

매칭을 하는 대신 그러한 특징변수들을 사용해서 사업 수혜의 

가능성(likelihood)을 예측한 다음 수혜가능성이 유사한 집단 

간에 매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 모델은 매칭 모델과 

마찬가지로 관찰되지 않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설명하는데 bias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공히 가지고 

있다.  

고정효과 모형과 이중차감모형(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지금까지 검토된 방법들의 주요 문제점은 두 비교집단간의 

차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존재하는 차이를 사업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 

__________ 
3 선형효과는 그 연구 집단의 규모가 5 명이든 50 명이든 간에 연구 집단 구성원이 1 명 

증가함에 따른 논문 수 증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비 선형효과는 논문 수 

증가가 연구집단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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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중차감 

모형(Difference-in-Difference) 또는 고정효과 모형(fixed ef-

fects)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사업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두 집단의 사업 이전과 이후의 성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 두 비교집단간의 차이의 변화가 아래에서 설명할 몇 

가지 가정을 충족시킬 경우 분석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평가자에게 양 비교집단이 사업 전에 

가지고 있는 주요 성과 변수에서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든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그림 4.11 의 왼편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사업 수혜 집단은 

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도 비 수혜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논문을 

생산하였다. 또한 양 집단의 성과변수의 증가추세가 같다는 

가정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Bk21 사업이 없었더라면 비수혜 

집단의 논문 수의 변화(c-a)는 수혜집단의 논문수 변화 (d-b)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BK21 사업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그림 

4.11 의 오른편), 수혜 집단은 논문 수에 있어서 정의 

샹향이동(positive shift)하고 있으며, 수혜 집단의 전체 증가는 

(e-b)로서 (d-b) 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 동 

사업의 예측 효과는 수혜집단의 효과 (e-b)에서 비수혜집단의 

효과 (c-a)를 뺀 부분 만큼에 해당한다.  

이 방법은 두 가지의 중요한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는 

BK21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성과는 동 사업이 없다면, 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에 모두 같은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정이 만족되지 않고 오히려 그림 

4.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 도입 이전과 이후의 추세가 양 

집단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둘째, 이 방법은 사업의 효과는 

추세선의 기울기의 변화 보다는 추세선의 이동(shift)에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그림 

4.12 의 오른쪽 다이어그램에서 보듯이, 기울기의 변화가 사업의 

효과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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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이중차감(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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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이중차감 모형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두가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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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성과변수의 성장추세가 비슷(성과의 수준은 다르겠지만)할 

것이라는 가정이 어떤 경우에는 비현실적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적절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사업도입 이전의 

수년 동안의 추세를 조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6 에서 

1998 년 동안 사업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논문 수의 

증가추세가 비슷하다면, 이는 이후에 동 사업이 없었을 경우에도 

그러한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중차감모형을 이용한 BK21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회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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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β3  은 사업 참여로 인해 발생한 연간 논문 수의 증가 

효과를 나타낸다.  

고정 효과 모형도 위의 이중차감모영과 비슷한데 다만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사업 수혜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사업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평가자가 각각의 연구집단에 

대해 별도의 모의 변수(dummy variable)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각 연구집단들 간에 고정된 차이를 분석해 

낼 수 있게 된다. 

고정효과 모형과 이중차감모형의 주요 차이점은 후자가 

이분법적(사업 참여 혹은 미참여의 두가지로 나누어 분석)으로 

사업 효과를 다루는 데 주로 사용되는 반면, 고정효과 모델은 

사업 지원 액수의 수준의 차이에 따른 효과 등 보다 세밀한 

사업효과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델이 동 사업의 사업예산 지원효과를 측정하는데 더 

적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계량모형의 검증을 다루는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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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논의 할 것이다. 고정효과 모형과 

이중차감모형은 사업도입 이전에 비교집단간에 이미 존재하는 

차이로 인한 평가상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공통 

성장추세에 대한 가정이 만족되는 지에 대한 검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동 사업을 평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불연속 회귀 방정식(Regression Discontinuity, RD) 

이 방법은 수혜집단과 비수혜 집단이 분명한 선정 

기준점(cut-off point)이 있는 점수 등을 토대로 결정되었을 경우 

사용 될 수 있다. 중요 가정은 어떤 사업으로 성과 면에서 

불연속적인 도약을 가져왔다면, 선정 기준점에 근접한 점수를 

가진 집단들은 사업 수혜 이외의 다른 특징들은 매우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4.13 의 왼쪽의 

다이어그램은 사업도입 이전의 선정점수와 성과(논문 수) 간에 

관계를 보여준다. 오른편의 다이어그램은 사업이 도입된 이후 

선정 기준점보다 높은 점수를 가진 집단은 도약(불연속)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도약은 그 정책(예: BK21 사업)의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불연속 회귀모형 디자인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방법은 (Bloom et al. 2005)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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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 BK21 사업 참여 변수는 사업참여로 말미암은 성과의 

불연속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반면에, Score 변수는 선정점수가 

높은 우수 사업단일수록 논문 수가 일관되게 증가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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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3:  불연속 회귀 모형 

BK21 선정 과정에서 각 사업단은 다양한 선정기준에 대한 

평가로 총 점수가 산출되었으며 이 점수에 의해 선정여부가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불연속 회귀모형은 동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가능한 모형이 될 수 있다. 이 점수는 각 학문분야별로 달라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각 학문 분야의 평균 점수로부터 각 

사업단이 어느 정도의 표준 편차 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를 

토대로 계산된 표준화된 점수(normalized score)이용을 통해 각 

학문 분야 내 사업단간의 점수 비교가 가능하다.  

불연속 회귀모형의 단점은 이 모형을 통해 오직 선정 

기준점에 근접한 점수를 가진 사업단간의 사업효과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수월하게 동 사업의 혜택을 받은 

최우수 사업단(서울대, KAIST 등)에 대한 사업효과는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선정기준점에 근접한 점수를 가진 집단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정도로 충분히 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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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다양한 선정 기준점 

 실제 점수 정규 점수 

분야 탈락사업단 중 

최고점 

선정 사업단 중 

최저점 

탈락사업단 중 

최고점 

선정 

사업단 

중 

최저점 

1 단계 

농림 수산학, 

수의학 

354.8 392.7 -.74 .47 

생물학 411.1 418.6 .30 .45 

화학 407.1 419.7 -1.03 -.16 

화학 공학 347.9 407.3 0.09 1.04 

정보기술 343.6 391.8 -1.44 .32 

     

2 단계 

농림 수산학, 

수의학 

180.5 192.2 -1.62 -0.82 

생물학 185.9 187.2 -1.32 -1.28 

화학 210.1 210.6 -1.19 -1.15 

화학 공학 179.8 208.0 -1.73 -0.69 

정보기술 207.3 222.8 -0.98 -0.57 

주: 정규 점수는 각 사업단의 실제 점수에서 그 분야의 모든 신청 사업단의 평균 
점수를 뺀 후, 이를 실제 점수의 표준편차의 차이로 나눈 점수이다. 

또한, BK21 사업 선정과정의 커트라인을 조사해 보면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단일수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사업 선정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용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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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라인이 없다. 따라서 커트라인을 사용한 불연속 회기모형의 

이점을 이용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1 단계 사업의 

화학분야의 정규화된 선정 기준점은 화학공학분야의 정규화된 

선정기준점의 아래에 있고(표 4.2), 2 단계 사업의 생물분야의 

정규화된 선정 기준점은 농업 및 동물 생명공학분야의 선정 

기준점 보다 아래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명확한 불연속성의 

부재로 인해 불연속 회귀모델을 BK21 사업 평가의 계량모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기타 방법 

 BK21 사업의 평가를 위한 다른 전략들 또한 이용가능하다. 

수단변수(instrumental variable)방법은 사업 참여의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나 사업의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정 변수가 

있을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Johnston and DiNardo 1997).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간의 차이를 교정하는 Heckman Selection Correction 방법이 

있다 (Heckman 1976).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평가자는 우선 BK21 

사업 참여의 확률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변수를 정한 후, 

사업의  참여 확률(probability)의 수학적인 변형(Mill’s 

ratio)을 사업 효과 측정을 위한 회귀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만약 사업 참여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나 주요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가 있다면(수단변수), 평가자는 이 변수를 

Heckman Selection Correction 모형에 쓸 수 있다. 그러나 BK21 

사업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들 방법은 사업 

평가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  

계량 모형 

이용 가능한 여러 모형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은 

고정효과모형과 이중차감모형이다. 이 두 가지의 모형들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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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만족 될 경우 OLS, 매칭, 성향 점수모델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모형은 비교집단간의 차이를 통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업 효과를 측정할 때 비교집단간의 고정 

차이를 제거해 준다. 그러나 만약 고정효과모형의 가정과는 

반대로 두 비교집단이 BK21 사업이 없었을 경우에 유사한 

성장추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모형은 사업의 효과 측정 시 

biases 가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BK21 수혜 집단이 비수혜 

집단에 비해 사업 이전에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면, 이 

고정효과모형은 기존의 추세 차이를 BK21 사업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변수의 측정 에러(measurement error) 

문제점(예를 들어 지원예산의 수준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았을 

경우 등)을 악화 시킬 수 있다(Green 2005). 이하에서는 고정효과 

및 이중차감모형의 가정이 충족되며 주요 변수인 지원예산의 측정 

에러  가능성이 매우 작다라는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형이 이용 가능한 모델들 중에서는 최적의  대안이지만, 앞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들 중 어떤 것은 

극복할 수 있으나, 어떤 것은 극복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한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모델의 주요 문제점은 ‘혼합 오염효과’(contamination) 

이다. 이는 비교 집단이 BK21 사업 이외의 다른 예산지원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만약 BK21 

비수혜 집단에 타 부처 사업예산이 더 많이 배분했을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혜집단 뿐만 아니라 비교 

집단에도 일정 수준의 처치효과(Treatment effect)가 발생 하였 

으며 이러한 처치효과는 BK21 예산 이외의 다른사업 예산에서 

차별적인 우대를 받음으로써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biases 를 초래하고 있는지는 사업효과 

계수의 정확한 해석에 달려 있다. 만약 사업 지원효과의 계수를 

“예산”의 1 달러 증가가 논문 수에 미치는 평균 효과로 

해석한다면, 이 혼합오염효과로 인해 사업의 효과는 과소평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림 4.14 에서 설명하고 있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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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효과는(e-b)에서(c-a)를 뺀 나머지가 될 것 인데(왼쪽 

그림) 만약 혼합 오염효과가 있는 경우의 사업효과는(e-b)에서 

(f-a)를 뺀 나머지로 볼 수 있다(오른쪽 그림). 이는 비수혜 집단 

또한 보상적 차원에서의 다른사업에서 차별적으로 유리한 

예산지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래의 사업효과에 

비해 그 크기가 작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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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이중차감모형을 통한 결과 예측 

한편 사업예산의 계수를 “BK21 사업 지원 예산”의 1 달러 

증가에 대한 효과로 해석한다면, 이 혼합효과는 biases 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교 집단의 보상적 차원의 예산 

또한 사업효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비수혜 집단과 

비교한 수혜 집단의 사업효과는 보상적 차원의 예산지원이 존재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는 적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사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으로 만약 BK21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오히려 다른 

연구비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면, 연구비가 BK21 사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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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기 때문에 비수혜 집단(대학)은 사업이 없었을 때 보다 더 

적은 연구비를 받을 것이며, 이는  동 사업효과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사업 수혜집단이 선정 이후 과거에 

비해  민간연구비 같은 다른 외부자금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BK21 자금이 다른 연구비를 구축하는 구축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중차감모형에서 고려될 수 없는 다른 효과는 BK21 사업이 

대학 연구환경 전반에 미친 영향이다. 이는 종종 일반 균형효과 

(general equilibrium effect)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BK21 사업의 경쟁적 성격으로 선도 대학이 특히 이후 단계 사업의 

참여를 위해 이전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차감모형을 

포함한 일반적인 프로그램 평가 방법은 상기 일반균형효과와 같이 

모든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 경쟁적 연구 

환경에 미친 영향 등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량모형 

분석보다는 다른 정성적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이중차감모형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학문연구 

분야에서 BK21 사업의 이질적인 효과(heterogeneous effect)를 

설명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고정효과 모형은 평가자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동 사업이 미친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각 학문분야별  회귀모형으로 분석하거나, 

(4.4)에서처럼 이중차감모형에 모의변수(indicator variable)와 

상호항(interaction terms)을 포함함으로서 가능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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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계수값 β5 은 BK21 사업지원이 다른 학문분야의 사업단과 

비교하여 화학분야 사업단에 어떤 차별적인 효과를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회귀 방정식에 포함할 수 있는 모의변수의 수는 관찰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관찰 데이터의 수가 클 가능성이 많지 않다. 

BK21 사업 효과의 시기(특히 사업효과의 발생 시기의 예측)는 

평가의 또 다른 어려움이다. 만약 사업 효과가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평가자는 이 시점을 사업 

효과의 시점(treatment year)으로 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K21 사업 효과가 논문 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1999 년 사업시작 후 2 년 후인 2001 년으로 예상한다면, 

이는 다음과 같이 측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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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은 사업 시작시점(1999 년) 대신 효과발생 예상 시점 

(2001 년)을 사용한다. 만약 효과의 시기가 불확실 하다면, 예상 

효과 시점(연도)을 하나가 아닌 복수로 하여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지연된 효과(delayed effects)의 측정은 

다른 주요 사업이 이 기간 동안에 새로이 시작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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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예상 효과까지의 지연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주요한 사업이 새로이 시작되는 등의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사업의 성과 측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다양한 규모의 지원예산 문제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평가 모형을 설명하면서 BK21 사업은 

다양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동 사업에서의 수혜 학과(사업단)의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이다.(보다 많은 대학원생을 보유한 학과는 더 많은 예산을 

제공 받음) 그러나 이러한 학과 규모를 통제한 후에도 일인당 

예산지원 규모는 다양하다.  

고정효과모형은 사업단의 규모로부터 발생하는 성과에서의 

고정적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모형에 사업단의 초기 

규모와 지원예산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비수혜 집단의 규모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면 

이  접근방법은 사용될 수 없다.  

사업 효과의 확인(The Power to Identify Impacts) 

이론적으로 사업효과 평가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모형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4. 왜냐하면 전술한대로 BK21 사업이 

단위 사업으로는 큰 투자규모이지만, 대학 전체 연구비와 같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는 그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2 단계 BK21 사업예산의 중간값(Median)을 

고려했을 때 고정효과 모형이 사업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것은 물론 사업지원 예산과 산출물간의 관계에 달려있다) 

으로 예상하고 있다.  

__________ 
4 통계적 유의성은 집단간 관찰된 차이가 확률변수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닐 확률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의 정도(90%, 95%, 99%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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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고정효과모형의 적절성을 검정하기 위해 연구집단들에 대한 

1 단계 BK21 사업 기간동안과 그 이전 기간동안에 걸친 통계를 

사용한다.  

ISI 데이타 

본 연구에서는 ISI SCI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0 년에서 

2005 년 기간 동안의 논문 수를 측정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데이터는 BK21 의 사업단 단위가 아닌 대학 단위의 논문 

수에 대한 정보이다. 사업단 단위의 논문 수도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같은 성을 가진 연구자가 매우 많아 사업단 

단위의 논문 수를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부에서 사업단 단위의 논문 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 시행 1 년 전에서부터 사업종료 기간동안의 참여 연구자 

(교수 및 대학원생)에 의한 논문 수 데이터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수혜집단과 비 수혜집단, 

그리고 사업 시행 수년 전과 사업 기간 동안의 데이터가 모두 

필요하다.  

SCI 데이터는 대학별, 학문분야별로 논문수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BK21 의 사업단에 가장 근접한 

SCI 의 학문분야를 매치하여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4.3 에서 

몇 가지 SCI 학문분야의 분류를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2 단계 사업의 성과를 실제로 평가할 때에는 평가기관이 사업 

단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는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논문 

수의 단지 근사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1 단계 사업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실제 연구 성과를 데이터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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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BK21 학문분야와 SCI 분야와의 관계 

BK21 분야 SCI 분야 

농림 수산학, 수의학 •  Agriculture, dairy & animal science  

•  Food science & technology 

•  Plant sciences 

•  Veterinary sciences 

생물학 •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  Cell biology 

•  Biotechnology & applied microbiology 

•  Microbiology 

•  Biology 

화학 공학 •  Engineering, chemical 

•  Biochemical research methods 

물리학 •  Physics, applied 

•  Physics, multidisciplinary 

•  Physics, condensed matter 

•  Physics, particles & fields 

•  Biophysics 

•  Astronomy & astrophysics 

•  Physics, atomic, molecular & chemical 

•  Physics, mathematical 

•  Physics, fluids & plasmas 

•  Physics, nuclear 

 

교육부(BNC) 통계자료 

ISI 데이터 이외에 여기서 사용된 모든 데이터는 교육부 및 

BNC 로부터 제공 받은 것이다. 이는 1 단계 사업과 2 단계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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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원 데이터, 사업응모 사업단과 선정 사업단 목록, 그리고 

기타 사업 참여자의 통계 등이다.  

모델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1 단계 BK21 사업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술한 대로 사업 평가모델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이중 

차감모형 또는 고정효과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고정효과모형은 단지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을 비교함에 

있어 사업에 의한 지원여부 뿐만 아니라 지원 예산 규모의 차이에 

따른 사업효과의 미묘한 차이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단계 사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량모델을 검증할 때의 어려 

움 중 하나는 1 단계 사업에서는 한 사업단 내에 여러 대학이 

참여하여 팀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간 

파트너십은 계속되지 않았고 사실상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며, 특히 

2 단계 사업에서는 이러한 대학간 팀구성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각각의 사업단을 분리된 사업단위로 

다루었다.  

2 단계 사업 평가는 1 단계 사업 평가에 비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단계 사업에서는 지원 범위가 더 넓고 투입 예산 

규모가 더 다양한 큰 규모의 수혜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더욱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1 단계에서는 상위 5 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이 총 사업예산의 91% 

에 달하였지만, 2 단계에서는 상위 5 개 대학의 지원예산이 총 예 

산의 단지 48%에 불과하다. 

사업 이전의 추세 분석 

고정효과모형은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에 수혜여부의 

차이때문에 나타나는 성과변수 수준의 차이를 분석해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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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양 집단의 성과변수의 장기추세의 기울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편향(bias)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사업 

시행 수년전의 성과변수의 성장추세를 조사하고 사업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에 성장추세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0 년에서 2005 년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1999 년에 사업지원을 받은 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과학 기 

술분야 논문 수를 비교하였다. 2 단계 사업 평가모형의 설계를 

위한 모델의 적합성을 조사하면서 1 단계 사업의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이유는 2006 년에야 2 단계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2 단계 성과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 또한 2 단계 사업의 효과는 1 단계 사업지원 여부 및 경쟁 

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1 단계 사업의 효과 또한 여전히 동 

사업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bias 없는 고정효과모형은 

사업 이전과 사업 이후 두 기간 동안의 공통 추세를 가정(이산적 

단절 추세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 단계 사업 

이전과 1 단계 사업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통 추세 

가정을 조사하였다. 사업의 각 연도별로 차별적인 사업효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하 추정방정식에서는 2 단계에서 추세의 

단절을 나타내는 항(distinct term for a break in trend)은 

포함하지 않았다.  

위에서 제시된 사항이 공통 추세 검증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지만, 이 또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가령, 수혜 집단과 비 

수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이는 이들 

집단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사용하는 

데이터가 차이를 정확히 확인할 정도의 통계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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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Phase I trend in total publications in S&T

 

그림 4.15:  과학기술 분야 논문 수 증가 추세 

 

2
3

4
5

6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Year

BK21 winning groups BK21 losing groups

Figure 4.16: Phase I trend in log publications in S&T

 

그림 4.16:  과학기술 분야 논문 수 상용 로그 값의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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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논문 수의 추세 검토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성과 변수의 

상용로그와 사업효과 변수의 절대치를 사용한 반수지(semi-log) 

식별(specification)을 검토하였는데 이는 산출변수에는 로그 

(logarithm)를 사용하고 투입변수(treatment variable)는 절대 

수준을 사용하는 것이다. 논문 수와 같이 연속성을 갖는 성과물 

에 대해 상용로그를 사용할 경우 측정된 분석 계수치는 한 

단위의 투입 증가로 사업성과가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림 4.15 에서 보여주듯이 BK21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미래의 사업 수혜 집단은 비수혜 집단에 비해 논문의 절대 수에서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 4.16 에서는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의 논문 수 증가율은 비슷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만 가지고  사업 시행 이전에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의 검증을 위해 다음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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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은 사업 참여여부에 대한 모의 변수, 평가 년도의 모의 

변수, 그리고 사업 참여와 분석연도의 상호항(terms for interac-

tions)을 포함하고 있다. 상호항의 계수 델타의 값은 사업 실행 

이전 혹은 이후의 어떤 주어진 연도에서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논문 수의 차이가 이 두 집단간의 연간 평균적 차이를 

초과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이 추세의 차이 여부를 

연도별 상호항 계수를 비교함으로써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검증에서 만약 완벽하지 않은 데이터가 이용될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의 확인이 더욱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표 4.4 의 첫째 칼럼에서와 같이 1990 년의 

상호항 계수 델타의 값은 11.44 에서 2005 년의 73.74 로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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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퍼센트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통계상의 부정확성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비록 2 단계 시작 전이지만 

사업 수혜집단에 뚜렷한 변화의 추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식 4.6 은 사업 시행 전과 이후의 각 년도의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논문 수를 상용로그하여 추세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표 4.4 의 두 번째 칼럼은 논문 수의 변화 비율상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이 결과는 훨씬 작은 규모의 계수의 

차이(해당 기간동안 250%의 변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위의 그림 4.16 에서 관찰한 바 

추세의 유사성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반수지(semi-log)를 활용한 

고정효과모형이 bias 없는 추정결과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모형을 사용하여 

1994 년(또는 두 집단간의 공통 추세의 가정을 만족하는 시기) 이 

후 기간에 대해 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는 집단과 비 수혜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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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2 단계 BK21 사업 이전의 공통 추세 검증:  1990-2005 

 과학기술 분야 논문 수(A) 로그값(A) 

 (1) (2) 

BK21 이전   

BK21 * year 1990 11.44 

(9.04) 

0.70+ 

(0.40) 

BK21 * year 1991 11.20** 

(3.79) 

0.44+ 

(0.23) 

BK21 * year 1992 10.37* 

(4.25) 

0.28 

(0.26) 

BK21 * year 1993 20.30** 

(6.89) 

0.54+ 

(0.29) 

BK21 * year 1994 11.62+ 

(6.52) 

-0.01 

(0.31) 

BK21 * year 1995 19.74+ 

(10.85) 

-0.20 

(0.32) 

BK21 * year 1996 25.64* 

(12.35) 

-0.12 

(0.30) 

BK21 * year 1997 28.09+ 

(16.56) 

-0.27 

(0.32) 

BK21 * year 1998 27.15 

(19.45) 

-0.39 

(0.37) 

1 단계 BK21    

BK21 * year 1999 29.34 

(22.38) 

-0.39 

(0.37) 

BK21 * year 2000 44.84+ 

(24.20) 

-0.26 

(0.36) 

BK21 * year 2001 45.62 

(28.92) 

-0.29 

(0.37) 

BK21 * year 2002 47.07 

(31.97) 

-0.45 

(0.37) 

BK21 * year 2003 63.31+ 

(34.46) 

-0.28 

(0.39) 

BK21 * year 2004 70.72+ 

(39.91) 

-0.31 

(0.39) 

BK21 * year 2005 73.74 

(47.81) 

-0.37 

(0.39) 

표본 수 974 974 

선형회귀모델의 경우 표준오차는 연구 집단 별로 조정되었다.  

+ p<0.10, * p<0.05, ** p<0.01. 괄호안은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년도 모의 변수가 

모델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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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비교 가능 집단: 비 신청 집단 

사업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집단(위의 비수혜 집단)을 수혜 

집단에 대한 비교 군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단점은 가령 동 

사업이 대학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와 같이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사업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러한 효과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은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집단(이하 비신청 집단)’을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에 대한 비교 군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연구에 비중을 덜 주고 있는 이들 비신청 집단은 사업에 신청한 

집단에 비해 많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에서 논의한 접근방법 통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완전히 확인할 

수 없으며, 상기 여러 평가모델을 이용한 사업효과의 차이는 사실 

관찰 불가능한 특징들에 기인한 수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중차감모형은 비교집단들 간에 분석 

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추세이 비슷한 경우 이러한 관찰 불가능한 

변수상의 차이를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업에 신청한 대학들과 연구활동면에서 가장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신청 집단 풀을 선택하였다. (물론 동 

사업은 대학단위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신청 대학의 

학과단위 데이터를 입수 할 수 없었다). 비신청 집단으로 1997 년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논문 발표 수 상위 50 개 대학 중 1 단계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14 개의 대학을 추출하였다.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간의 비교와 마찬가지로 수혜 집단, 

비수혜 집단, 비신청 집단의  다양한 과학기술 학문분야에 대한 

논문 수를 조사하였다. 그림 4.17 과 4.18 은 수혜집단과 비교할 

때 사업에 응모하지 않은 비신청 집단, 신청하였으나 수혜를 받지 

못한 집단들의 과학기술 논문 증가추세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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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7: Phase I trend in total publications in S&T

 

그림 4.17:  과학기술 분야 논문 수 증가 추세 : 비신청 집단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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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8: Phase I trend in log publications in S&T

 

그림 4.18:  과학기술 분야 논문 수 상용로그 값 증가 추세: 비신청 집단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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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은 비신청 집단의 절대 논문 수의 추세가 수혜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추세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8 에서는 이 논문수를 상용로그한 추세는 대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논문 수의 증가율 추세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사성은 다음의 모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0 1

2

1 21

1 21 1

1 1 21

1 1 21

it it
Y

it
year

Y
it

year

Y
itit

year

publications BK winner

BK loser year Y

year Y BK winner

year Y BK loser

β β

β γ

δ

δ ε

= +

+ + ⋅ =

+ ⋅ = ⋅⎡ ⎤⎣ ⎦

+ ⋅ = ⋅ +⎡ ⎤⎣ ⎦

∑

∑

∑

 (4.7) 

검증결과는 부록 표 D.1 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비신청 집단 

대비 수혜 집단, 비수혜 집단의 절대 논문 수의 차이는 

시계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부록 표 D.1 

첫째 칼럼). 그러나 논문 수의 증가율 면에서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2002 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교 집단으로서의 비 신청 대학을 포함한 이 세 

집단 모두의 논문 수의 증가율 경향은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모델의 유효성 

여기에서는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 모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일 것이다. 아래 표 4.5 는 복합요소(confounding 

factor)를 고려하지 않은 추정결과와 대비하여, 이중차감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차감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의 경우에는 모두 전술한 검증 

결과(그림 4.16 과 표 4.4)를 토대로 하여 반수지(semi-log) 

모형을 사용하였고 1994 년 이후의 논문수를 이용하였다. BK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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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을 보면 논문 질을 보정한 논문 수를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2 가지 

이유로 보정되지 않은 논문 수를 사용하였다. 첫째는 사업 참여 

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질 보정 논문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점. 둘째는 질과 양을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고 쉽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논문 수와 BK21 사업 참여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식을 사용하였다. 

( ) ( )0 11 21 itit itpublications selected for BKβ β ε= + ⋅ +  (4.8) 

본 연구진에서 수집한 통계에 의하면 이 식에서의 계수값은 

6.60ˆ
1 =β 이다. 이는 1999 년과 2005 년 사이에 사업 수혜집단 비 

수혜집단에 비해 매년 61 개 더 많은 SCI 논문을 게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4.5 첫째 칼럼). 비 

수혜집단은 연간 112 개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므로, 동 사업의 

측정된 효과는 50% 이상의 논문 수 증가를 의미한다. 식 4.8 을 

이용하여 사업 신청집단(수혜/비 수혜집단 모두 포함)과 비 

신청집단간의 차이를 평가한 결과 수혜집단은 1999 년과 2005 년 

사이에 비 신청집단에 비해 매년 132 개의 더 많은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혜집단(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집단)도 비신청집단에 비해 동일 기간동안 매년 72 개의 더 많은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매우 크지만, 이 

차이가 순수하게 BK21 사업예산 투입의 효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업 이전의 시기에도 이 두 집단 간에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림 4.17). 실제로 신청집단과 비신청 집단간의 

논문 수의 차이의 일부는 사업시행 이전에 존재한 차이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논문 수를 상용로그 하여 추정한 추정결과(표 4.5 

칼럼 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는 사업 시행 이후 

논문 수 증가율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모형    101 

사업 실행 이전과 이후의 논문 수에 대한 동 사업 효과(즉, 

수혜집단의 사업 전후의 성과 비교)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식을 

이용했다. 

 ( ) ( )0 11 21 itit it
publications post BKβ β ε= + ⋅ +  (4.9) 

이 추정식의 추정결과는 수혜 집단의 연간 평균 논문 수가 

사업 이후 77 개에서 173 개로 2 배 이상 증가(123%)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표 4.5 칼럼 2). 아울러, 한국 대학의 

과학기술 논문 수(상용로그) 또한 BK21 사업의 시작시기와 어울려 

매우 크고 유의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다(표 4.5 

칼럼 4). BK21 사업 이전시기의 논문 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오직 BK21 사업만의 결과로는 볼 수 없지만, 동 사업 

이후에 논문수의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사업에 신청하여 성공한 집단과 실패한 집단간에 

논문수 증가율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 앞의 4.2 에서 보인 

이중차감모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식을 가지고 추정해 

보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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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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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 1 21

it it

it

iit it

publication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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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BK participation

β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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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4.10) 

여기서, 08.0ˆ
3 −=β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95% 

신뢰구간은 -0.41 에서 0.25 이다. 이는 BK21 의 사업 참여로 인한 

효과는 논문수의 34%감소 내지 29%상승을 초래하였음을 보여주고 



102    제 2단계 두뇌한국 21사업의 성과평가 모형과 정책적 시사점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정확한 추정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표 4.5 

칼럼 5)5.  

표 4.5 

BK21 사업의 다양한 효과 측정치 

 학과 변수: 

 과학 기술 분야 논문수 Log(과학기술 분야 논문수) 

모델 수혜 집단 vs. 

비수혜 집단 

이전 vs. 

이후 

수혜 집단 vs. 

비수혜 집단 

이전 vs. 

이후 

Diff 

in 

Diff 

 (1) (2) (3) (4) (5) 

Selected 

for BK21 

Phase 1 

60.56+  0.38  0.46 

 (34.71)  (0.26)  (0.28) 

1999 or 

later 

 95.42**  0.94** 1.03** 

  (17.14)  (0.10) (0.14) 

(BK21 

Phase 

1)*(1999

+) 

    -0.08 

     (0.17) 

Constant 112.17** 77.31** 4.19** 3.62** 3.16** 

 (19.80) (13.48) (0.20) (0.18) (0.22) 

R-

squared 

0.03 0.07 0.02 0.12 0.15 

년도 ‘99-‘05 ‘94-‘05 ‘99-‘05 ‘94-‘05 ‘94-

‘05 

표본 수 485 510 485 510 806 

중간 값 94.00 76.00 4.54 4.33 4.13 

+ p<0.10, * p<0.05, ** p<0.01. 선형회귀모델의 경우 표준오차는 연구 집단 별로 

조정되었다.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__________ 
5  반수지 회귀방정식(ln y = b*x) 모형의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x 의 한단위 증가에 

따라 y 는 (b*100)%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는 x 가 모의 변수(dummy variable, 

0 혹은 1 의 값을 가짐)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x 가 0 에서 1 로 1 단위 

증가할 때 대략 y 는 ((exp(b)-1)*100)%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Kennedy 2003,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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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수혜집단이 받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 

하여 이를 추정하였다. 

   
( ) ( )

( )
1ln 21

1
iit it

Y
i itit

y

publications BK funding

y Year u

α β

γ ε

= +

+ ⋅ = + +∑  (4.11) 

여기서, iα 는 연구 집단 수준의 고정효과를 의미하며, BK21 

funding 의 단위는 백만원 이며,   

( )it
y

Y Yeary =⋅∑ 1γ  

는 추정에 포함된 모든 연도의 모의변수를 나타내고, iu 는 각 

연구 집단 특유의 오차항을 의미하며, itε  표준 관측 오차항을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우선 BK21 사업에 응모한 연구집단에 대한 

추정 결과에 대해 논의하겠다(사업에 응모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결과는 이후에 보인다). 연구집단 간의 고정 차이는 iα 로 각 

년도의 고정차이는 

( )it
y

Y Yeary =⋅∑ 1γ  

 

이다. 1β 값은 BK21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백만원이 더 지원될 

경우에 대한 사업의 한계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 단계 BK21 과학기술분야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추가적인 백만원의 예산투입에 대한 논문 수의 

증가율 상승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델의 

주요 단점은 예산투입과 논문 수간의 선형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처음의 백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의 효과가 

백번째의 부가적인 백만원 예산지원의 효과와 같다는 것을 내포 

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선형관계를 활용한 측정을 위해, 

식 4.11 의 ( )itfundingBK211β 항을 예산의 각 4 분위수를 나타내는 



104    제 2단계 두뇌한국 21사업의 성과평가 모형과 정책적 시사점 

4 개의 모의 변수로 대체하였다 (누락된 범주는 예산을 받지 

못한 그룹안데 여기에는 비수혜 연구집단과 1999 년이전의 모든 

연구집단이 해당한다). 분석 결과  예산수준의 첫번째 4 분위에 

해당하는 수혜 집단 (13 억원에서 38 억원사이의 지원받은 사업단) 

은 BK21 사업의 결과로 34 퍼센트에 해당하는 논문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편 최상위 4 분위 (146 억원 

이상의 예산지원)에 해당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31 퍼센트의 논문 

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중간 4 분위에 해당하는 연구집단의 

사업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적은 수준의 예산을 받은 

사업단이 가장 큰 사업 효과를 보인 반면, 가장 많은 예산지원을 

받은 사업단은 논문 수 증가율면에서 둔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분위수에 해당하는 각 연구집단을 재조정(최상위 5 개 대학 

제외)했을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사업예산은 

하위 4 분위 집단에 가장 큰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연구집단이 다른 예산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서 BK21 예산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연구자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예산지원을 적게 받은 사업단들이 이후 단계의 사업지원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들였을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상위 연구집단의 사업에 대한 논문 게재 수의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몇 가지의 가능한 설명이 있다. 첫째, 

우수 대학의 연구집단의 경우 동 사업 이외의 지원금에 대한 구축 

효과의 가능성이다(David, Hall, and Toole, 2000).  이 연구 

집단들은 보편적으로 다른 연구집단들에 비해 BK21 예산 이외의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 데, BK21 사업이 도입되면서 

이들 상위 연구집단의 다른 기금 지원혜택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상위 대학들의 연구집단들이 BK21 사업예산을 사용 

함에 있어 논문의 양적인 성장 보다는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구축효과와는 별개로 BK21 

사업비는 적은 예산을 받는 연구집단에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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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의 사업비 증가를 가져왔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사업이 대학원생의 수를 증가시켰다면, 이 상위 우수 대학들은 

기존의 대학원생 보다 질이 낮은 대학원생을 입학시킴으로서 

연구실의 생산성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하위 우수 

대학들은 대학원생의 증가로 인하여 혜택을 받았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타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나,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위의 요소들을 

결합한 여러가지 가설들을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BK21 사업의 경쟁을 통한 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 예산지원수준의 4 분위 집단에 따른 

차이와 사업 신청 여부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BK21 사업에의 신청여부가  논문 수 증가율에 대해 정의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찾아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추정결과는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얻은 것이 아니므로 2 단계 

사업 데이타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와 다른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추정결과들은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위 예산지원 수혜 대학들은 부의 효과를 보이는 반면, 하위 

예산지원 수혜 대학들은 사업예산 투입이 논문수 증가율에 강한 

정(+)의 사업 효과를 보이고 있다). 사업 신청 여부만으로는 논문 

수 증가율 효과를 변화시킨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하에서 

추정식의 변형을 논의할 때 사업신청 여부에 대한 분석은 포함 

시키지 않는다.  

변형된 모형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모형의 추정식과 변수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에서 여러가지 가능한 변형 모형들을 검토해 보고 

이것들이 위의 분석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사업 효과의 시차, 정부가 유도한 

대학 내부개혁의 이행정도에 따른 사업효과의 차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따른 사업효과의 차이, 그리고 가장 많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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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을 가진 상위 3 개 대학에 대한 별도의 효과분석 등이 포함 

된다.  

첫째,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업의 효과는 몇 년이 지난 

후에나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식 

4.11 에 특정 년도의 논문 수와 이전 년도의 예산지원과의 관계, 

그리고 특정 년도 논문 수와 이전 2 차년도의 예산지원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는 변수를 추가하였다. 두 가지 모두에서 결과는 

매우 유사하며, 이는 BK21 지원이 소규모 지원 대학에 매우 큰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만약 사업효과가 사업 실행 1, 2 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나는지가 불확실하다면 연도별 지원된 예산상의 

변화가 적을 지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1 단계 BK21 사업이 시작 될 때, 사업지원을 받은 대학 

들은 대학원중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자체 개혁(학부생수의 감소,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하도록 장려 되었고, 중간평가 

시 각 사업단은 이러한 자체개혁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동 사업의 논문 수 증가율(상용로그)에 대한 효과를 상기 자체 

개혁 평가점수의 중간 값 초과 집단과 중간 값 이하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대학 내부개혁은 BK21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대학 내부개혁에 대한 데이터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표본 수가 이러한 분석을 하기에 작은 편이어서 

사업단을 4 분위 범주가 아닌 중간 값 이상과 이하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성공적으로 대학 내부개혁을 

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에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성공적 개혁을 수행하는 대학은 예산지원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BK21 사업의 논문 수에 증가에 대한 효과가 정(+)임을 보였고, 

대규모의 예산 지원을 받았으나 개혁적이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는 

부(-)의 결과를 보이며, 개혁의 실행이 부족하고 예산지원도 적은 

대학의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BK21 

예산지원 자체가 이들 개혁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므로 이 

결과의 해석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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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대학과 실행 부족 대학 간의 BK21 사업효과 면에서의 대조가 

매우 현저하다는 점이다.  

논문의 질 

동 모델은 BK21 사업의 다른 성과인 논문의 질에 대한 효과 

측정에도 쓰일 수 있다.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지만, 논문의 질 변화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걸쳐 논문이 게재된 

저널을 사용하거나 또는 특정 학문분야의 저널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서 사업효과를 추정해 

보면 평가자들은 사업 수혜 집단의 질적 수준(논문의 질)이 

제고되었는지 여부를 특정 학문분야 저널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논문을 게재하는 저널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저널 또는 특정 학문 분야 저널 

중 상위 10 퍼센트에 실린 논문 수를 이 장에서 다룬 고정효과 

모형의 결과 변수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4.19 는 과학기술 저널 

중 상위 10 퍼센트와 25 퍼센트 저널에 실린 논문 수를 각 연도 

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ISI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데이터를 통한 분석은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ISI 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필요한 것들을 모두 구입하여 

사용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현재 

상위 20 퍼센트 저널에 실린 한국의 과학기술 논문 수는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를  사용하여 BK21 사업이 연구의 질에 미친 

효과를 검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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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상위 과학기술 저널에 발간된 총 한국 논문 수 

 

0
5

10
15
20
25
30
35
40

19
90

19
92

19
94

19
96

19
98

20
00

20
02

20
04

# 
pu

bs Robotics
Biochem

0
5

10
15
20
25
30
35
40

19
90

19
92

19
94

19
96

19
98

20
00

20
02

20
04

# 
pu

bs Robotics
Biochem

 

그림 4.20:  로봇공학과 생화학 분야에서의 총 한국 논문 수  

           (평균에서 1 표준 편차 이상의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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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분야별 최우수 저널의 한국 논문 수 또한 상대적으로 

적어서 사업 효과를 세밀하게 검증해내기도 어렵다고 본다. 그림 

4.20 은 로봇공학과 생화학 분야 저널들에서 IF 가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상 높은 저널에 실린 연간 한국 논문 수를 보여주고 

있다.(저널의 IF 는 1997 년에서 1998 년의 해당저널에 실린 각 

논문의 평균 인용 수 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석의 또 다른 한계는 논문을 

특정 학과에 연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향후 평가 

시 학과로부터 직접 논문실적을 제출 받는다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술한 매칭 방법은 생물분야 저널의 논문이 

생물학과 교수에 의해 게재되었다는 가정에 따르고 있으므로 이는 

Science 와 Nature 같이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는 극소수의 우수 저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최우수 

과학저널에 실린 논문 질을 분석하는데는 사용 될 수 없다. 

사업단으로부터 직접 논문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다.  

위의 통계 자료상의 한계로 논문의 질 향상에 대한 사업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표 4.6 에서는 

연구의 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단별로 어떤 

통계가 수집되어야 하는지 예시적인 가상 데이터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자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BK21 의 

논문 질에 대한 효과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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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fundingBK211β 항은 또한 4 분위수를 나타내는 모의 변수나 

이전에 수혜 집단의 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된 유사한 다른 

구분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 

표 4.6 

정보기술(IT) 분야 논문의 질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형태 예시: 상위 20%  

IT 저널에 실린 논문 수 

 BK21 선정 

여부 

1990 1991 1992 ... 2010 2011 2012 

서울

대 

IT 

Yes 0 5 4 ... 32 40 37 

KAIS

T IT 

Yes 3 1 9 ... 40 38 46 

고려

대 

IT 

Yes 0 0 1 ... 15 17 24 

한양

대 

IT 

No 0 0 0 ... 5 5 8 

연세

대 

IT 

No 0 0 0 ... 10 12 9 

...     ...    

인문 사회 과학 분야 

과학기술 분야는 BK21 사업예산의 85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사회분야와 융합분야가 그 나머지를 차지한다. 인문 

사회분야 사업의 목적 또한 사업 전체의 목적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림 4.21 과 그림 4.22 는 사회과학 분야와 인문학 분야에서 한국 

대학들이 동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논문 수 면에서 많은 증가가 

있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사업 수혜집단과 비 수혜집단을 비교한 계량 평가모델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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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사회과학 분야 총 논문 수 (199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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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인문학 분야 총 논문 수 (199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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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모형의 다른 측면들 

지금까지 동 연구에서는 사업의 순효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하나의 예로서 사업이 논문 수에 미치는 영향을 예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개별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우나, 몇가지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관계들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량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동 사업이 인적 

자원의 생산성 또는 우수 논문 수의 증가와 같은 산출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러한 결과가 연구 활동의 변화(예: 대학원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인한 연구에 보다 많은 집중)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참여한 개인과 기관의 변화(예: 사업으로 인한 학과의 

구성 변화 등)로 인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식 4.13 에서와 같이 연도별로 교수 및 박사 

과정생의 수와 지원예산 같은 변수를 통제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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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 예산지원 계수( 1β )가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는 앞에서 설명한 추정식에서 사업비 수준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었던 대부분의 효과가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학과 구성 변화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업지원의 효과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학과 구성상의 변화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것을 내포한다. 마찬가지로 대학원생의 

생활비(stipend)와 같은 변수를 이용하여 다른 메커니즘에 대한 

검증을 실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증은 어떠한 



계량모형    113 

메커니즘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통제한 

변수(covariate controlled)가 유효 요소(operative factor)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BK21 예산지원 규모 계수의 

감소는 학과 구성상의 변화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학과 구성상의 

변화와 상관성이 있으면서 회귀방정식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요소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평가자는 고려되지 않은 

공통변수들 중에 사업효과와 연관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여 회귀방정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립 방정식 모형  

지금까지 단일 방정식 모델(single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사업의 산출물 (논문수, 논문의 질, 박사 수 등)에 대한 

사업 순효과 분석 모형을 다루었다. 이들 모형과 더불어, 연립 

방정식 모형 (multiple-equation model)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두가지 모형(jointly-determined out-

puts 와 endogenous 또는 multi-stage processes)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자 모델(jointly-determined outputs)의 경우를 보면, 

개개의 산출물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단일 방정식 모델을 

통해 이에 대한 사업 효과가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산출물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단일 방정식 모델의 

잔차항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측정을 위해 단일 방정식 

모델에서의 고정 효과와 병행하여 SUR 모델(seemingly-unrelated 

regression)을 사용하는 것이다. 단일 방정식은 전술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편향 추정값 (unbiased estimates)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SUR 모델을 통한 추정은 어떤 산출물 

결합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인 추정치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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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모델(endogenous variable 또는 multi-stage proc-

ess)의 경우에서 예를 들어, 사업단은 어떤 외생 시계열 변수와 

고정된 사업단 효과에 따라 대학원생 수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단은 또한 유사한 과정을 통해 교수 수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총 발표 논문 수와 같은 산출 변수는 대학원생 수, 교수 수, 

고정 효과, 기타 외생 시계열 변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세 가지 관계는 세개의 방정식에 체계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위에서 다룬 단일 방정식 방법이 BK21 사업의 특정 성과에 대한 

사업의 총 효과를 이해하는 데에 적합하지만, 총 논문수에 대한 

BK21 사업의 효과가 사업이 대학원생 수와 교수 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추정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또 다른 추정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정식체계를 추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은 2 단계 최소 

제곱추정법(2SLS)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2 가지의 

도구 변수(instrumental variables)가 필요하다. 하나의 도구 

변수는 대학원생 수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나, 이외에는 총 

논문수와는 연관성(대학원생 수 변수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 

연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이 없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두번째 도구 변수는 교수 수와 관련이 있지만, 역시 총 

논문수와는 직접적인 상호 관련성이 없어야 (교수 수 변수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 연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다. 

경우에 따라 통계자료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도구 변수를 찾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도구 변수가 대학원생 수와 교수 수에 대해 각각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면, 이 모형은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연관성이 매우 약하다면, 그러한 모형은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얻는데 실패할 것이다. 아울러, 적합한 도구 변수를 

찾을 수 없다면, 연립방정식 모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적합한 도구 변수를 찾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산출 

변수와 연관이 없지만 내생 변수 또는 매개 변수와는 연관되어 



계량모형    115 

있는, 예를 들어 지리적 변수(geographical variation)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2 단계 BK21 데이터가 없으므로 

이 도구 변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 체계에 사용할 

만한 도구 변수로 적절한 것들을 찾기는 쉽지 않으리라 본다. 

만약 그러한 도구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통계자료가 

생겨나게 되면, 이러한 연립방정식 모델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일 방정식을 통한 분석에 더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진은 도구 변수 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구 변수 추정방식은 성공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며, 방정식 4.13 에서와 같은 단일방정식 추정식을 

사용한 고정효과 추정모형이 현재로서는 BK21 사업의 순효과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국제 경쟁력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BK21 사업 목적 중의 하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 

경쟁력의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로 중국 상해교통대학과 영국 

타임지 등에서 실시하는 전 세계 대학순위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가령 SCI 논문 수와 같이 회귀방정식에서 측정 

되고 통제될 수 있는 변수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대학을 

양성하는 BK21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BK21 사업단의 논문 수가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질에 대한 폭넓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우선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IF 가 높은 저널과 특정 학문분야에서 

IF 가 높은 저널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ISI IF 의해 

측정된 상위 25 개의 과학저널 중에 4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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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및 생물학 분야 저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대학의 

정보기술 분야 사업단은 컴퓨터과학 분야에서는 매우 큰 IF 를 

가지고 있으나 전체 분야 상위 25 개의 저널의 IF 는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사업단의 연구 성과 평가 시 특정 학문분야의 상위저널에 실린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와 과학기술 전 분야의 상위저널에 실린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2 단계 사업비 지원 효과에 대한 정확도 

측정 

위에서 우리는 1 단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계량모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예시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목적이 2 단계 BK21 사업의 성과평가를 지원하는데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계량모형을 적용할 경우 

2 단계 사업예산 지원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얼마나 정확 

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2 단계의 사업의 예산지원 수준은 알려져 있지만, 논문 수와 

박사과정 졸업생 수와 같은 2 단계 사업의 산출물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2 단계 사업효과 추정의 정확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먼저 1 단계 사업 기간(1999-2005) 동안의 실제 논문 수 통계 

를 사용하여 1 단계 사업효과로 추정된 효과를 보정(de-trend) 

하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작업의 목적은 사업 지원이 없었을 

경우 1 단계 사업의 성과가 어떠했을 것인지를 시뮬레이션한 다음 

에 2 단계 사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지원 상위 5 개 대학을 제외한 수혜 대학과 비수혜 대학의 

고정효과모형 추정치와 앞의 회귀방정식에 사용된 동일한 샘플 

데이터를 사용한다.(다른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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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 단계 예산지원 하위 

25% 대학(이 대학들에 대한 사업효과는 논문 수의 54 퍼센트 

증가)의 실제 논문수를 1.54 로 나눔으로서 54% 증가효과를 

제거하면 1 단계 예산지원이 없었을 경우 발생했을 논문수를 추정 

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2 단계 실제 예산지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앞에서 논의한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회귀방정식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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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종속변수는 보정된 1 단계 논문 수에 사업 예산의 예측 

잠재효과와  잔차(noise: 이는 측정 시 다른 효과를 도입함으로서 

발생하며 정규분포를 따른다)를 가산(可算)한 수의 상용로그이다.  

다른 잠재적 효과와 잔차의 수준을 고려함으로써 이 모형이 

2 단계 예산지원의 효과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지 

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잔차는 매번 임의로 정해지므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한다면 보다 정확한 그림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효과와 잔차 수준을 위해 100 번의 

회귀방정식을 수행하였고, 100 차례의 반복을 통해 얻어진 계수의 

평균과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본 연구에서는 1 단계와 유사한 2 단계의 예산지원 

효과를 가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때 예산지원 규모 

상위 25%의 수혜집단은 12%의 논문수의 증가, 상위 50% 수혜 

집단은 16%의 논문 수 증가, 상위 75%에 해당하는 집단은 15%의 

논문 수 증가, 그리고 하위 25% 수혜집단은 54%의 논문 수가 각각 

증가하였다. 잔차항은 정규분포로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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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 0.2 라고 가정하였다.(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이는 이 모델 

에 사용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효과의 결과일 것으로 

추정) 이러한 모수를 가지고 식 4.14 를 100 번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표 4.7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7 

2 단계 BK21 사업비 투자효과 추정의 정확도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은 

평균계수와 평균 p-값 

 

평균 계수(Average 

coefficient (for 

either level of 

noise)) 

표준편차 = 

0.1 

P-value 

표준편차 = 

0.2 

P-value 

1 분위(Top quartile) 0.00 0.90 0.81 

2 분위(Second )quartile 0.21 0.20 0.25 

3 분위(Third quartile) 0.31 0.06 0.10 

4 분위(Bottom quartile) 0.20 0.30 0.33 

 

이와 같은 시나리오 하에서 오직 세번째 사분위 집단(예산 

규모상 상위 75%)에 대한 사업 효과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평균 p-value 는 0.1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을 

경우 0.06 이며(이는 94%의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BK21 

사업의 효과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 0.2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0.10 으로 90%의 신뢰구간에서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2 단계 예산은 1 단계에 비해 보다 고르게 배분되었으므로, 

사업의 보다 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분가설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1 단계 사업효과의 측정 범위를 그 

평균치로부터 50% 범위로 줄여서 분석하였다. 이는 예산규모 

최상위 4 분위 집단의 논문 수 20% 증가, 상위 둘째와 셋째 4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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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논문 수 22% 증가, 최하위 4 분위 집단의 논문 수 41% 

증가를 의미한다. 표 4.8 은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8 

2 단계 BK21 사업비 투자효과 추정의 정확도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은 

평균계수와 평균 p-값 (효과 추정치를 보다 작은 범위로 줄여서 적용) 

 

평균 계수(Average 

coefficient (for ei-

ther level of noise))

표준편차 = 

0.1 

P-value 

표준편차 = 

0.2 

P-value 

1 분위(Top quartile) 0.07 0.78 0.74 

2 분위(Second quartile) 0.26 0.12 0.16 

3 분위(Third quartile) 0.37 0.02 0.05 

4 분위(Bottom quartile) 0.12 0.56 0.57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오직 상위 셋째 사분위 집단의 

경우에만 예산지원의 효과가 정확하게 측정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0.1 표준편차에서는 98 퍼센트의 신뢰구간 

내에서, 0.2 표준편차에서는 95 퍼센트의 신뢰구간 내에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위 둘째 사분위 집단의 경우 

에도 효과가 정확성에 근접한 것으로 보여 진다.  

위의 추정치들은 매우 사변적인(speculative) 것으로 정확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한다. 위의 추정치들은 다른 

변수들 간에 발생할 기대 사업효과의 크기에 의존한다. 만약 

사업효과의 크기가 이미 알려져 있다면, 사업효과의 평가가 

필요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특정 임의잔차 수준에서 특정 집단의 경우에 2 단계 사업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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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외부 기금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추정식에서 통제하지 못했던 주요 

변수는 이들 사업단에 대한  BK21 이외의 연구비이다. 위에서 

논의한 대로, 다른 정부기관이 동 사업 비수혜 집단에 연구비를 

차별적으로 더 지원하거나 혹은 사업 수혜집단이 타 연구비 획득 

노력을 덜 기울임으로서 BK21 사업이 다른 연구비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반대로 만약 BK21 수혜 집단의 높은 

생산성이 신호 역할로 작용 한다면 동 사업의 수혜는 다른 

연구비를 더욱 수월하게 얻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제시된 계량모형이 BK21 지원 이외의 연구비 지원 

효과를 얼마나 잘 통제해 낼수 있을 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 

이전의 추정식에서 사용된 같은 표본을 이용하여, 새로운 변수 

‘기타 연구비(BK21 이외 연구비)’를 포함하여 간단한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사업 수혜집단에 대해서는 기타 연구비 

규모를 연평균 BK21 사업비의 두 배로 가정하고 (실제 사업단 

전체 연구비 예산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가정은 

이하 시뮬레이션에서 예시적으로 보이기 위해 임의로 가정한 

것임), 비 수혜집단의 ‘기타 연구비’는 수혜 집단의 평균치와 

같다고 가정해 보자.  

다음으로 세 가지 회귀방정식을 수행하였는데, 첫째 방정식 

에서는 ‘기타 연구비’가 BK21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 가정(즉, 1999 년부터 BK21 사업지원이 수혜집단에 대해 시작 

되었을 때 기타 연구비는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둘째는 

회귀방정식의 경우에는 BK21 예산지원이 기타 연구비의 지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사업 시작 이후, 기타 연구비는 BK21 수혜 

집단의 경우 감소, 비수혜 집단의 경우 증가)한다. 셋째 회귀 

방정식은 BK21 예산 지원을 기타 연구비의 보완적 성격으로 

가정(수혜집단의 기타 연구비 증가, 비수혜집단의 기타 연구비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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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BK21 사업예산에 따라 기타 연구비가 변화하지 않는 

다면, 기타 연구비를 통제하는 것이 BK21 사업 효과 추정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만약 BK21 사업예산에 따라 

기타 연구비가 달라진다면 그러한 연구비가 동 사업비와 대체 

관계에 있든 보완관계에 있든 상관없이 이 경우 기타 연구비를 

추정식에서 포함시키게 되면 BK21 사업 효과 추정치의 크기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만약 BK21 이외의 기타 연구비가 

BK21 의 예산지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러한 예산을 모델에 포함 

시키지 못하는 것은 BK21 효과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타 연구비”의 변화는 

또한 BK21 사업의 주요 효과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이는 단지 

연구, 경쟁, 연구집단 구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기타 연구비”를 모형에 포함하는 것은 

BK21 예산투입이 사업의 산출물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BK21 사업예산과 연관성이 있는 

“기타 연구비”를 모형에 포함시켰을 때, 1 단계 사업비 지원 

상위 5 개 대학을 제외한 4 분위 집단들에 대한 사업효과 계수는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기타연구비”와 BK21 지원 

예산이 정(+)의 상관관계를 갖든 부(-)의 상관관계를 갖든 

상관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BK21 사업에 응모한 연구집단들에 

대해 BK21 사업예산 이외의 연구비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데이타 수집에 대한 시사점 

이장에서 논의된 계량모형의 방법은 다양한 산출물 변수 

(예를 들어, 총 게재 논문 수, 영향력 있는 논문 수, 사업단의 

교수 구성, 박사과정 학생, 특허 등)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본 장에서의 분석을 통해 데이타 베이스 디자인에 대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2 단계 BK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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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에서는 많은 BK21 참여자들이 7 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예산을 지원 받아 왔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이하 식 4.15 에서 

보여 주듯이 BK21 이전의 데이타, 1 단계 데이타, 2 단계 데이타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 ( )
( ) ( )

( )

1

2

21

1 1 21

1

iit it

t it
Y

i itit
y

publications BK funding

Phase II BK funding

y Year u

α β

β

γ ε

= +

+ ⋅ ∗ ⋅

+ ⋅ = + +∑
 (4.15) 

이 모델에서, 1β 은 1 단계 사업의 효과, 21 ββ + 은 2 단계 

사업효과, 그리고 2β 는 1 단계 사업과 2 단계 사업의 차이를 

설명한다6.  위의 모형 검증과정에서 보인바와 같이, BK21 지원 

예산을 나타내는 단순한 선형 모의변수를 사용하는 대신 데이터를 

사분위로 나누는 것과 같은 비선형 모의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학과 크기에 따른 사업의 상이한 효과를 분석해 

보려면 아래의 식 4.16 과 같은 수정 추정모형을 실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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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 
6  2 단계 모의 변수(dummay variable)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선형관계의 공선성으로 

인하여 이를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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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gs 은 초기 사업단의 크기이다. 여기에서는 사업단 고정 

효과와의 공선성 문제로 인하여 초기 학과 크기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 기간 (BK21 이전, 1 단계, 

2 단계)에 걸친 BK21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에 대한 데이타가 

필요하다. 또한 BK21 이외의 사업비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사과정 학생 수, 교수 구성, 특허, 사업단과 

학과에 대한 지표들은 이미 이용가능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요약 

이 장에서 우리는 2 단계 BK21 사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계량 모델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용가능한 여러 모형들을 검토한 

후, 고정효과모형이 동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는 결론를 내렸다. 또한 1 단계 사업의 데이타를 이용 

하여 제시된 계량모델의 적절한 사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이 모델이 2 단계 사업에 적용되었을 

경우, 어떠한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연구분야에 따른 차별적 효과, 사업효과의 시차, 비선형적 

사업효과 등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논문 수 

통계를 이용하여 제시된 모형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주로 

예시하였지만, 이 모형은 다른 정량 성과지표들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2 단계 BK21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해야 하는 평가지표에 관해 보다 깊이있게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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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평가기준과 성과측정 

어떤 민간 기업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경우 이것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기업은 대개 이전의 

경험치와 기대치에 대한 기본 출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그 기업이 어떠한 전략을 추진해 왔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변화가 현재 업무수행과정과 사업 성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외부 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암묵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은 해당 전략의 성공 실패 여부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외부인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련의 성과 

평가지표(예를 들어, 투자 이익(ROI), 순 수입 증가, 수익(율), 

시장 점유율 등)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활동의 복잡성과 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 상호작용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사실 

성과를 예측한다거나 사업의 실제 성과를 측정한다거나 또는 그 

성과가 회사가 채택한 특정 전략 및 행동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해내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2 단계 BK21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의 문제는 

민간부문의 일개 회사에 대한 성과 평가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기관(정부, 학계, 민간 섹터)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각자에게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사업에 관여되어 있고, 동 사업의 주요 산출물(지식, 기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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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연계 등) 또한 산업체의 성과에 비해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산출물은 또다시 생산성 증대, 과학 분야 

리더십 향상, 국제 경쟁력 향상 같은 최종 성과를 도출하는데 

쓰인다. 또한 이러한 성과에 대해 민간기업의 경우와 달리  분기 

또는 회계연도별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동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가 수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장에서는 사업의 순수 효과에 대한 정량적 계량 모형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모형에 사용될 수 있는 

정량지표들을 포함하여 정성적인 지표 및 성과평가방법에 

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BK21 사업효과 

를  측정할 때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으로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사용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 지표간의 

중요도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물론 BK21 사업의 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 제시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들은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수단으로도 

일부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동 사업과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지만 동 사업 평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동 사업의 

평가과정에서 손쉽게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 수집 

비용으로 여러 목적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6 장과 7 장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성과측정의 일반적 문제점 

성과측정 및 평가체제에서 평가기준(metric)와 평가지표 

(measure)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어휘적인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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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평가기준(metric)은 사업목표의 이행정도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yard stick)이며, 

평가지표(measure)는 어떤 평가기준의 값을 측정하기 위한 실제 

수단이다. 

양 개념의 차이의 예로 ‘한국의 특정 대학(학과) 및 한국 

고등교육 일반의 국제적 명성(prestige)’이란 평가기준을 들 수 

있다. BK21 사업이 한국 대학의 국제적 명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 알아낼 수는 없다. 대신 한국 대학의 국제적 

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수단 혹은 

평가지표(measure)를 선택해야 한다. 이에 사용될 수 있는 

평가수단에는  여러 국제적인 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세계대학 

순위 평가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예에서, 

‘국제적 명성’이라는 것은 사업의 성공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기준인 반면, 세계 대학순위는 이 평가기준의 값을 

측정하기 위한 실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올바른 측정도구(measurement tool)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세계 대학 순위평가의 

경우, 몇 가지의 측정방법이 존재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영국 타임지의 THES(the Times of London Higher Education 

Supplement)와 상해교통대학의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이다. 궁극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국제적 명성이란 

기준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위의 두가지 수단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혹은 두가지를 결합하거나 혹은 다른 제 3 의 평가 수 

단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평가지표 및 측정도구를 선택할 때에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 그러한 도구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평가기준의 값을 보여 줄 수 있는지의 문제, 측정비용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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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Reliability) 

어떤 평가지표가 측정기간 동안 일관성이 유지되는 경우 

신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반대로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찰 오류가 존재하거나 더 나아가 그러한 관찰 

오류가 매년 일정하지 않다면 그 평가지표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그 평가지표가 오염되어 평가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면 

역시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평가수단을 평가에 사용한다는 사실이 피평가자의 데이터 보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업평가의 목적은 개별 참여 사업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업 전반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는 그 정도가 덜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존재한다. 2 단계 

BK21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되었으므로(사업단이 구성되어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음) 현시점에서 사업의 평가에 

사용될 특정 평가수단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참여자의 행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개인, 학과, 대학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BK21 

사업의 성과측정과 관련된 주요 활동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동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의 평가 그 자체에 의해 성과가 왜곡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평가자들은 성과 

측정 자체가 참여자의 행위를 왜곡하지 않도록 평가수단들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효성(Validity) 

평가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는 그 유효성(평가하고자 

하는 평가기준에 대해 사용하는 평가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한지의 정도)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더 필요하다. 

유효성이란 측정의 결과치들이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적절히 

연계되어 나타난 수긍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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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의 유효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예로든 세계대학 순위 

측정치는 비교적 단순한 여러 평가지표들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대학순위 평가를 하게 된다. 이때 

평가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과연 이를 통해 

측정하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과 발생된 효과의 관찰되는 

시점사이의 시차 문제 등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평가기준들을 사용하여 어떤 변화들이 일어 

났는지만을 평가하는 것은 BK21 사업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데 

충분치 않다. 다른 변수들과 과정들이 BK21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요 관심이 되는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측정된 변화가 동 사업으로부터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의 결과물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전 장에서는 사업의 순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 폭 넓게 다루었다. 평가의 유효성을 둘러싼 많은 

쟁점은 실제 평가지표들을 측정하는 과정에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다양한 평가지표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증의 

노력과 더불어 이들 측정도구들을 뒷받침할 충분히 큰 규모의 

데이터 수집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직접 평가지표와 간접 평가지표 

유효성의 문제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는데 이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 관찰이 불가능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실제로 관찰할 수 있거나 

관찰하고자 하는 변수와 거의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대용변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역시 실제와 이상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평가의 틀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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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대비 수익 

실제 평가지표를 선택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데이터 수집의 

비용과 얻을 수 있는 수익과의 비교형량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평가지표와 측정 체계는 실용적이어야 한다. 가령, 필요한 

데이터는 수집이 가능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적정해야 

하는 동시에 평가지표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때로는 데이터 

수집에 좀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들여 평가지표의 유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더 나은 평가지표일 수록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의 자원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의 타당성이 증진될 수 

있는지의 상대적 정도 및 해당 평가기준 및 특정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에 달려 있다.  

비용과 수익의 상쇄효과(trade off)를 예시하기 위해 BK21 

사업 참여 대학원생의 진로경로에 대한 데이터 수집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비용은 적게 드나 정보의 양이 충분치 않은 데이터 

수집 방법은 사업수혜를 받은 대학원생들에 대해 졸업 후 표본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진로 초기 단계부터 시작하여 

대학원 졸업생에 대해 주기적인 추적 조사(logitudinal survey)를 

하는 것이다. 평가자는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를 채택하기 전에 

장단점에 대해 심사숙고 하여야 하며, 특히 많은 비용이 드는 

방법에서 적은 비용의 방법으로의 이행은 쉽지만 그 반대는 

어렵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BK21 성과 평가지표를 제시하며 이들의 

상대적인 장단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우선 어떠한 평가지표가 

가장 유용한 지를 정확히 결정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수익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것은 특정 평가지표가 그것이 뒷받침할 평가기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사업평가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평가지표를 제시할 

것이지만 이것은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신뢰성, 그리고 비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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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현재 연구진이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는 문제들)이 

그러한 평가지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다룰 내용은 평가지표에 대한 최종적인 대안의 제시라기 

보다는 향후 2 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동 사업의 실제 

평가에 참여할 평가 수행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평가지표 체계 설정을 위한 전략 

BK21 사업은 지향하는바 목표는 광범위하지만 그 지원대상은 

좁게 한정된 투자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동 사업은 한국의 R&D 

능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증진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투자는 지원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인적자원 특히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 및 생활비 지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는 향후 한국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7 장 참조). 또한 동 사업은 우수 R&D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하면 

한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의 R&D 역량이 대폭 향상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BK21 사업에 대한 평가는 동 사업이 의도하는 바 

목표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용되는 평가기준은 의도 

했던 목표가 어느 정도로 달성되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는 사업관련 활동이 이루어지는 여러 수준(개인, 학과, 

대학 그리고 국가 전체)별로 조망되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 

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그러한 성공은 어떤 수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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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3 장의 논리모델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장단기적인 성과(outputs 과 outcomes)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성과 측정을 위해 최종 산출물 

이전단계의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중간지표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간 지표의 하나의 예로 사업 수혜 대학원생 수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중간지표는 보다 광범위한 사업 

효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어떤 중간지표의 추적 

이 가능한 경우 장단기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중간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사업의 내부 작동원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업 평가에 필요한 평가지표들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부분적으로 이 접근 

방법은 조직 성과평가에 쓰이고 있는 BSC 기법(Balanced score-

card)에 기반을 두고 있다(Kaplan and Norton, 1992, 1996). 

BSC 는 통상 민간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BK21 사업 평가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BK21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분명히 다르지만 유사점 

또한 존재한다. 주요 유사점은 평가가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러 측면의 성과환경을 분석하는데 하나의 

통계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BSC 는 사업의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유용 

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지표의 선택 

여기에서는 전술한 논리 모델을 사용하여 사업목표와 

평가지표를 연결시키고자 한다. 논리모델에 대한 논의는 BSC 방식 

을 BK21 사업 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첫째 단계이다. 이전에 논의 

되었듯이 BK21 사업은 다음 세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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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한 과학기술 R&D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 및  

       규모 확대 

2.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원(학과) 육성 

3.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대학원 육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표 5.1  

주요 평가 기준과 2 단계 BK21 사업목표간의 관계 

2 단계 BK21 사업 

목표: 

1.우수한 과학기술  

R&D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 및  

  규모 확대 

2.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원  

   (학과) 육성 

3.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대학원 육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평가기준: 

산출물 

1) 인적자원 배출 

2) 연구의 양과 질 

 

1) 대학원 인프라 

2) 대학간 및 대학내 

   경쟁적 환경 조성 

3) 교수 학생에 대한 

   신호 효과 

1) 산학연계 

2) 지역 대학원  

   육성 

중장기성과 1) 고급 인적자원   

   고용 

1) 대학원, 학과의  

   국제적 명성 

2) 국가의 국제적  

   위상 

1) 기업 연구의  

   양과 질 

2) 노동 생산성 

 

사업의 목표와 장단기 성과를 연계시켜 보면 동 사업 평가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표 5.1 참조)1. 

평가지표의 선택 

평가기준을 사업목표와 연계시키고 나면 다음 단계는 사업의 

평가기준에 값을 부여하게 될 실제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용가능한 평가지표 및 도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지표가 

__________ 
1  2 단계 BK21 은 의도하지 않은 효과 또한 낳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부차적인 

효과가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BK21 성과 평가기준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사용될 평가지표를 통해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되지 않은 

효과(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중에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은 

포함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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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지 여부와 못지않게 실제에의 적용가능성이 융통성 있게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표 5.2 는 2 단계 BK21 사업의 성과기준 

및 평가지표 선택을 위한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평가기준별로 복수의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지표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조건과 수집절차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간 평가지표 또는 장단기 성과평가기준 중 

어느 것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각 평가기준는 3 개의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숫자는 연관된 목표를 나타내며, 둘째 숫자는 평가기준과 그 중간 

산출물(1), 단기 산출물(2), 또는 장기 산출물(3)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셋째 숫자는 목표별 중간 산출물, 단기 산출물, 또는 

장기 산출물 그룹 내에서의 평가기준의 식별번호이다. 그러므로 

학문분야별 국내 인적자원 유입이라는 평가기준은 사업의 첫째 

목표(한국의 우수 연구인력 역량 강화 및 양적 확대)에 해당하는 

중간 평가기준에 해당하므로 1.1.1 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었다. 

넷째 숫자는 각 평가기준을 측정하는 평가지표의 고유한 일련  

번호이다. 예를 들어, 지표 1.1.1 의 경우에 국내 대학원 등록 

학생 수는 1.1.1.1, 해외 대학원 등록 학생 수는 1.1.1.2, 국내 

학과의 연구원 수는 1.1.1.3, 그리고 해외 대학 연구원 수는 

1.1.1.4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평가지표에 부여된 기타 문자 

(예를 들어, 1.2.1.4a, 1.2.1.4b)는 그 데이터 수집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뜻하며, 로마 숫자는 그 산출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표 5.2 의 기본구조 이면에 있는 

보다 광범위한 이슈와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5.2 의 

일관된 체계는 사업 평가자들로 하여금 실제 측정에 필요한 

전략을 선택할 때 필요한 판단을 하기가 용이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수행자들이 너무 많은 평가지표들을 

사용하기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한 적은 평가지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는 이상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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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지만 현 단계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다. 이론상으로는 소수의 평가지표 만으로 평가가 가능할 수는 

있어도 데이터 수집 등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점으로 인해 전체 

평가를 소수 지표에만 의존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신뢰성과 유효성면에서는 하나의 평가기준을 분석하는데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하나의 기준에 

대해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정보의 완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원 인프라 개선이란 평가기준 

(2.2.1)에는 4 가지의 평가지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각각은 사업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여러 측면의 인프라를 측정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상호 관련성은 있지만 다소 이질적인 여러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안된 복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를 

발견하기에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지표 

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평가지표의 갯수가 보다 적다면 그 결과가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여러 평가지표들을 사용한다면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용한 매트릭스(matrix) 접근방법은 특정 평가지표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는지, 해당 평가지표들은 다른 

지표들과 어떻게 연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므로 측정결과의 해석과 이해를 보다 쉽고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따라서 위의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동 사업평가를 위해 하나의 단순한 평가지표를 

이용하지 않고 일련의 지표를 사용한다면 평가자는 어떤 데이터는 

왜 수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5.2 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표는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지표 표의 제안 목적은 사업의 평가자가 실제 

측정평가 전략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이다. 궁극적 

으로 평가자는 여기서 제안된 평가지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각 평가기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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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평가지표가 연계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제안한다. 

이상적으로는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일치 하거나 거의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국가 전체의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평가기준은 한국 정부에서 이미 수집하고 있는 통계로부터 직접적 

으로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의 단지 근사치에 해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지표들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평가지표가 평가기준의 일정 

측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다수의 평가지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평가기준의 본질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 중복되는 면을 가지고 있는 복수의 평가지표 

들을 통해 한 평가기준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평가기준에 대한 복수의 평가지표들은 결과적으로 상반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평가자들은 각 평가 

지표가 양질의 의미있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증함으로써 어떤 평가지표가 평가 

수행에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지표의 유효성 검증과정은 평가과정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의 시작단계에서 여러 평가지표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추후에 보다 적합한 평가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평가지표를 선택할 때에는 실용적인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평가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정보수집 비용이 높고 

수집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물론 평가자들은 특정 평가지표가 

사업의 핵심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쓰여야 하는 경우 

에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는 평가기준에 필요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비용에 비해 수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각각의 평가기준과 관련 지표에 대해 어느 수준으로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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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동 사업의 실제 평가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평가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어떤 난이도의 

지표를 선택할 것이냐는 분석의 수준(level of aggregation)과 

측정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표 5.2 는 흔히 

평가기준별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평가지표郡(nested 

measures)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가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인프라 개선’이라는 평가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예로 든 

넓은 범주인 ‘도서관'과 ’실험실‘이란 평가지표를 세분화 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때 평가자들은 특정한 유형의 도서관과 

실험실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프라 개선이라는 

지표가 사업의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실험실 관련 

데이터를 특별히 세분화하여 수집하기를 권고하지 않았지만 

세분화된 정보가 보다 풍부한 통찰력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물리 실험실”은 “실험실”에 포함되며, “레이저 및 

광학 실험실”은 “물리 실험실”에 포함된다. 그러나 평가지표 

들이 이렇게 포함의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가지표들 

중에서의 선택은 더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선택의 문제는 

분명히 비용의 문제 즉,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자원이 필요한가의 문제가 된다.  

표 5.2 의 어떤 평가지표들은 복수의 평가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로 합쳐진 복합 평가지표로 되어있다. 영국의 

THES 와 상해교통대학의 세계 대학 순위평가는 이러한 복합 

평가지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제시한 평가체계에서는 이러한 복합 평가지표들의 예가 많다. 

복합평가지표는 이질적인 상황(예를 들어 일반교양 교육을 추구 

하는 미국식 대학과 교수를 따라서 공부하는 유럽의 전통적  

대학교육을 비교하는 것 등)을 비교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대학 순위와 같이 하나의 총괄적인 지표를 

필요로 할 경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표 5.2  
BK21 사업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평가기준(metric)   

지표번호 BK 21 목표, 중간 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필요한 데이터 비고(데이터 수집 절차 등) 

  1. 연구인력 양과 질 증진     

    1.1 중간 지표     

1.1.1     학과별 석박사 

신입생/박사후 과정생 

    

1.1.1.1       국내 대학 대학원 생 

수 

매년 실제 학생 수 수집 

1.1.1.2       해외 대학원 유학 등록 

학생수 

매년 실제 학생 수 수집 

1.1.1.3       국내 대학원 연구 

인력(박사후 과정)  

매년 실제 학생 수 수집 

1.1.1.4       해외 취업 연구 

인력(박사후 과정) 

매년 실제 학생 수 수집 

    1.2 산출물:     

1.2.1     인력 양성     

1.2.1.1a       국내 대학 취업자수 대학 교수 및 연구소로 신규 임용된 석 박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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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계속  

평가기준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필요한 데이터 비고 (데이터 수집 절차 등) 

1.2.1.1bi       국내대학 취업자수(대학 질 

가중치 적용) 

 

THES, ARWU 등에 의한 대학별 질적 가중치 

부여 

1.2.1.1bii       국내대학 취업자수(대학 질 

가중치 적용) 

2.3.1.5 에 의해 대학별 질적 가중치 부여 

1.2.1.2       국내 산업체 취업자 수 산업체 R&D 연구인력으로 신규 임용된 석, 

박사 수 

1.2.1.3       기타 전문직 취업 기업 R&D 이외 부서, 정부 연구소, 정부 

고위직으로 신규 임용된 석 박사 

1.2.1.4a       해외 대학 취업자 수 해외 대학, 연구소 등으로 신규 임용된 석사, 

박사 수 

1.2.1.4b       해외 대학 취업(대학 질적 

가중치 적용) 

 

THES 및 ARWU 등에 의한 대학별 질적 가중치 

부여 

(예 : 상위 50 위, 상위 200 위 등) 

 

1.2.1.5       해외 산업체 취업자 수 해외 기업 R&D 연구 인력으로 신규 임용된 

석, 박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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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계속 

평가기준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필요한 데이터 비고 (데이터 수집 절차 등) 

1.2.2     연구 인력 양과 질 

(국가 단위) 

  총 국내 연구인력 대비 우수("top bin") 저널 

게재 논문 수 

1.2.2.1a       연구실적의 질(1 인당) (해외 거주 한국 연구인력 포함 가능: 1.2.2.4 

사용) 

1.2.2.1bi       연구실적의 

질(grouped) 

 

최다 인용논문 상위 10%에 포함된 한국 연구원 

논문 수  

1.2.2.1bii       연구 실적의 질적 수준 

변화 

 

최대 인용논문 상위 10%, 1-25%, 25-50%, 50-

100%에 포함된 한국 연구원 논문 수 분포에 

대한 정기적 측정 

1.2.2.1c       연구 실적의 

질(weighted) 

 

총 국내 연구인력 대비 전체 연구논문의 

가중점수 

(해외 거주 한국 연구인력 포함 가능: 1.2.2.4 

사용) 

1.2.2.2       연구 논문의 수(1 인당)

 

총 국내 연구인력 대비 SCI(SSCI, AHCI 등)게재 

논문 수 (해외 거주 한국 연구인력 포함 가능: 

1.2.2.4 사용) 

1.2.2.3a       주관적 연구 질 평가 

(국내) 

 

연구 인력의 질, 동료평가 설문, 기타 국내 

연구동향에 대한 국내 연구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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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계속 

평가기준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필요한 데이터 비고 (데이터 수집절차 등) 

1.2.2.3b       주관적 연구 질 평가(해외) 연구 인력의 질, 동료평가 설문, 기타 한국 

연구 동향에 대한 해외 연구원 반응 

1.2.2.4a       국내 연구인력 양 대학, 산업, 정부 

1.2.2.4b       국내외 한국인 연구인력의 

양 

해외 거주 한국 연구인력 포함 

    1.3 성과물:     

1.3.1     고등 교육인력의 

고용 균형 

    

1.3.1.1a       국내 20 선별대학에 대한 

기업 의견 서베이 

신입 연구원 교육상황 및 대학과의 

산학협력에 대한 질적 평가 

1.3.1.1b       졸업자에 대한 패널 

조사(longitudinal survey) 

본문 참조 

1.3.1.1c       졸업자에 대한 패널 

조사(현직장 면담 포함) 

   

  2. 연구 중심 대학원  

   글로벌 경쟁력 

    

    2.1 중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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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계속  

평가기준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필요한 데이터 비고 (데이터 수집절차 등) 

2.1.1     학문 분야별 대학원 

과정으로의 인적자원 

유출입 변화 

    

2.1.1.1       국내 진학을 선택한 

대학원생 비중 

  

2.1.1.2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학부생 비중 

  

    2.2 산출물:     

2.2.1     대학원 인프라 

 

    

2.2.1.1     도서관 및 컴퓨터 

 

대학별 예산 및 학생 

1 인당 예산 

 

자금 출처 확인(정부 보조금(일반/경쟁), 

대학 본부, 민간 및 기업 보조금, 특허료 

등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입) 

2.2.1.2     실험실, 특수 장비 

및 현물 보조 

대학별, 학과별 예산 및 

학생 1 인당 

 

자금 출처 확인(정부 보조금(일반/경쟁), 

대학 본부, 민간 및 기업 보조금, 특허료 

등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입) 

2.2.1.3     일반 시설 대학별, 학과별 예산 및 

학생 1 인당 

 

자금 출처 확인(정부 보조금(일반/경쟁), 

대학 본부, 민간 및 기업 보조금, 특허료 

등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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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계속  

평가기준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필요한 데이터 비고 (데이터 수집절차 등) 

2.2.1.4     연구비 프로젝트 

자금 지원 

 

대학별, 학과별 총 연구비 

및 학생 1 인당 연구비 

지원액 

 

자금 출처 확인(정부 보조금(일반/경쟁), 

대학 본부, 민간 및 기업 보조금, 특허료 

등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입) 

2.2.2     대학간, 대학내 

경쟁환경 

    

2.2.2.1       전체 연구비에서 외국인 

과의 공동연구비가 차지 

하는 비중-건수 및 액수 

(학과별) 

  

2.2.2.2a        외국인 공동 저자 논문 수 

(학과별) 

  

2.2.2.2b       외국인 공동 저자 논문 수 

(질 가중치 반영, 학과별) 

  

2.2.2.3       내국인과의 공동연구과제 

수(학과별) 

공동연구자 : 타 대학의 한국인 연구 인력 

2.2.2.4a       내국인 공동 저자 논문 수 

(학과별) 

공동연구자 : 타 대학의 한국인 연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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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Title    1 

표 5.2----계속 

평가기준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필요한 데이터 비고 (데이터 수집절차 등) 

2.2.2.4b       학과별 논문-내국인 

공동저자, 질 가중치 반영 

공동연구자 : 타 대학의 한국인 연구 인력 

2.2.2.5a       학과별 경쟁 예산 확보액 

(총액, 교수 1 인당, 학 

생 1인당, 대학전체 대비) 

BK21 자금은 제외 

 

2.2.2.5b       사업단별 연구비 수주액 

(총액, 교수 1 인당, 대학 

원생 1 인당, 대학 전체 

연구비에서의 비중 등)  

BK21 자금 및 기업체 대응투자 금액 제외 

 

2.2.3     교수와 대학원생에 

대한 신호효과 

    

2.2.3.1       국내 대학원 신입생 

등록/지원자 경쟁률 변화 

(학과별) 

  

2.2.3.2       기관간 교수이동-BK21 

사업단내외 

BK21 수혜/비수혜 그룹 내에서의 이동과 양 

그룹 간 이동 패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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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계속 

평가기준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필요한 데이터 비고 (데이터 수집절차 등) 

2.2.3.3       학과별 교수 수 변화   

2.2.3.4       학과별 교수 수 상대변화-

대학 총 교수 수 대비 

  

2.2.3.5       BK 사업단/비사업단 대학원생 

구성비 변화 

 

2.2.3.6       학과별 연구실적 목록 발표 논문의 ISI 학문분야별 히스토그램 분석 

    2.3 성과물:     

2.3.1     국내 대학원 학과(부) 

국제 명성 

  Latent variable 분석{Guarino et al., 2005} 

2.3.1.1a       논문수 가중(BIN)점수-

전공내 

- 교신저자에 100%, 제 1 저자에 50%, 제 2  

  저자에 25%, 기타 공동저자에 10%의  부여. 

- 논문이 게재된 저널에 대한 가중점수는  

Bin 방식(평균 ISI IF 부터의 편차)에  

의해 선형적(linear)으로 점수 부여 

2.3.1.1b       논문수 가중(SMOOTH)점수-

전공내 

- 교신저자에 100%, 제 1 저자에 50%, 제 2  

저자에 25%, 기타 공동저자에 10%의 점수  

부여.  

- 가중점수는 평균 ISI IF 부터의 거리에 의한 

  기하방법(exponential)에 의해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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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계속 

평가기준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필요한 데이터 비고 (데이터 수집절차 등) 

2.3.1.2a       논문수 가중(BIN)점수-융합 - 교신저자에 100%, 제 1 저자에 50%, 제 2  

저자에 25%, 기타 공동저자에 10%의 점수  

부여. 

- 논문이 게재된 저널에 대한 가중점수는  

Bin 방식(평균 ISI IF 부터의 편차)에 의해  

선형적(linear)으로 점수 부여 

2.3.1.2b       논문수 가중(SMOOTH)점수-융합 - 교신저자에 100%, 제 1 저자에 50%, 제 2  

저자에 25%, 기타 공동저자에 10%의 점수  

부여.  

- 가중점수는 평균 ISI IF 부터의 거리에 의한 

  기하방법(exponential)에 의해 점수 부여 

2.3.1.3a       논문순위 단계별 한국인 저자 

논문수 

4 분위, 5 분위, 10 분위, 비 

균등범위(thresholds) 등 

 

2.3.1.3b       논문 순위 단계별 한국인 저자 

논문 비중 

 

4 분위, 5 분위, 10 분위, 비 균등 

범위(thresholds) 등 

2.3.1.4a       연구 인력 질-Peer Assessment 

Survey-내국인 평가 

대학 학과별 수준에 대한 견해 

2.3.1.4b       연구 인력 질-Peer Assessment 

Survey-외국인 평가 

대학 학과별 수준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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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계속 

평가기준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필요한 데이터 비고 (데이터 수집절차 등) 

2.3.1.5       학술 성과 및 교육의 질 익명의 논문 검토자, 다른 지표에서 사용된 

기업체 인터뷰, 졸업생의 장기 조사, 대학학과 

및 사업단에 대한 질적 평가 등으로부터의 

정보를 토대로 복합적으로 측정(이 방법에 대한 

방법은 Guarino 외(2005) 참조) 

2.3.1.6       대학원 규모를 조정한 

학술성과 및 교육의 질 

2.3.1.5 의 점수를 전일제 연구원 수로 나누어 

환산 

 2.3.1.7a       외국인 학생수   

 2.3.1.7b       외국인 학생수-질 가중치 반영 외국 학생이 졸업한 대학(학부)에 가중치 부여 

 

2.3.2     대학원 

학과(부)의 

국내 명성 

  2.3.1 을 통해 수집된 측정도구 활용  

  3.산학협력 증진     

    3.1 중간지표     

3.1.1     산학협력 

공식지표 

    

3.1.1.1       산업체 연구수주 건수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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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계속 

평가기준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필요한 데이터 비고 (데이터 수집절차 등) 

3.1.1.2       산업체 연구수주 금액 총계 

    3.2 산출물:     

3.2.1     산학 연계     

3.2.1.1a       학과(부)별 특허수 총 특허, 국내 특허, 해외 특허 건수 등으로 

세분 가능 

3.2.1.1b       산학연계 학과별 특허수 

 

특허 소유자가 대학 또는 산업체인 경우 포함. 

(총 특허, 국내 특허, 해외 특허 등으로 세분 

가능) 

3.2.1.2       학과별 기술료 수입액   

3.2.1.3a       산학연계 신제품 개발 건수   

3.2.1.3b       산학연계 신제품 개발 금액   

3.2.1.4       전체 산업생산에서 산학연계 

신제품 비중 

  

3.2.1.5       비금전적 산학협력 활동 안식년, 특강, 인턴쉽, 세미나 등 비 금전적 

산학협력 방법이 해당 

3.2.1.6       산업체 파트너의 분류 

 

산학협력 기업체를 산학협력의 내용과 규모, 

산업분야 및 회사규모 등에 따라 평가 

 

1
4
8
    제

2
단

계
 두

뇌
한
국

2
1
 사

업
의
 성

과
평

가
 모

형
과
 정

책
적
 시

사
점
 

 



표 5.2----계속 

 

평가기준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자 

표,산출물 및 성과물 

필요한 데이터 비고 (데이터 수집절차 등) 

3.2.2     지역 우수   

대학원 

    

3.2.2.1       산업체 과제 수주 건수   

3.2.2.2       산업체 과제 수주 금액  

3.2.2.3       대학-기업체 연구소간 거리 기업체 본사와 협력대학간 거리 및 

기업연구소와 협력대학 간 거리로 측정 

3.2.2.4        비수도권 기업과 대학연구소 간 

협력 강도 (건수) 

전체 산학협력 건수에서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대학간의 산학협력 건수 비중  

3.2.2.5    비수도권 기업과 대학 연구소간 

협력 강도 (금액) 

전체 산학협력 금액에서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대학간의 산학협력 금액 비중  

3.2.2.6-7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대학 

연구소간 협력 수준 (건수 및 

금액)  

수도권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 계약 건수 및 

금액 

3.2.2.8-9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대학 

연구소간 협력 강도 (건수 및 

금액) 

전체 산학협력에서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산학협력 비중(계약 건수 및 금액) 

3.2.2.10       대학/지역간 문화 연계 건수 및 

실적 

3.2.1.5, 3.2.2.1 과 유사: 산업체와의 협력이 

적용되지 않는 학과(학문분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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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계속 

평가기준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필요한 데이터 비고 (데이터 수집절차 등) 

3.2.2.11       대학/지역간 문화연계 접근성 3.2.1.5, 3.2.2.1 과 유사: 산업체와의 협력이 

적용되지 않는 학과(학문분야)의 경우 

3.2.2.12       상위 3(5)개 이외 대학의 

석박사 배출 비중 

 

전체 유사대학(학과) 석박사 졸업생 수에서 

최상위권(top 3-5 위권) 이외의 대학(학과) 

(예 : ARWU, THES 등을 준거)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 유사대학(학과) : 절대 수 또는 표준 

화한 학과 규모를 통해 분류] 

    3.3 성과물:     

3.3.1     산업체 연구 

수주 양과 질 

    

3.3.1.1       산업별 특허 (해외)   

3.3.1.2       산업별 특허    

3.3.1.3       산업별 신제품 개발 건수   

3.3.1.4       산업별 신제품 개발 금액   

3.3.1.5       산업별 신제품 개발 금액 비중   

3.3.1.6       산업체 연구개발 책임자 델파이 

조사 

주요 성과 영역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방향 등을 조사  

3.3.2     노동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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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BK21 사업의 경우는 위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대학, 교수, 실험실, 그리고 

산업체와 대학의 연구 환경은 서로 다르기 보다는 비슷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BK21 사업은 여러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므로, 이 경우에 하나의 총괄적인 통계 숫자로 사업 전체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사업의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간과 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총괄적인 

복합 평가지표는 동 사업의 평가에 적절치 않다. 

아래에서 BK21 사업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들은 각 

평가기준(고유번호 세자리 수)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표 5.2 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서로 연관된 지표에 

대해서는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모든 지표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표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평가자들이 향후에 지표를 

선택하고 평가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연구인력의 능력 및 규모 증진(1.1.1; 1.2.1; 1.2.2)  

표 5.2 의 첫번째 평가지표 그룹은 사업의 첫째 목표인 

‘R&D 인력의 역량 제고 및 우수 연구인력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 이 평가지표들은 국가 전체차원에서의 누적 치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인적자원 생산성 향상’ 평가기준(1.2.1)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된 평가지표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R&D 등과  관련된 주요 

섹터에 진출한 국가 전체 우수 인적자원 수이다. 대학원 입학생 

수와 같은 중간지표(1.1.1)는 장단기 산출물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평가지표들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고려해야 할 개념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국내에서 취업한 경우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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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대학원생들도 추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는 동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데이터가 다른 분야 정책의 

평가에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BK21 사업은 한국 내에서 우수 인적자원의 질과 양적 

확대를 추구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재가 반드시 

한국의 손실이라거나 또는 동 사업목표에 반하는 부정적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성공한 우수 

인재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옴으로 인하여 외부의 유용한 지식과 

연구 경험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으로의 복귀 현상은 한국이 지식 창출에 보다 매력적인 

장소로 인식됨으로써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은 인재들의 경우에도 한국 내 연구인력 

동료들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함으로서 보다 큰 규모의 

국제수준의 지식 창출과 아이디어의 교류에 공헌 할 수도 있다. 

한국 대학원생의 국내 및 해외 진출 비율의 추적은 국내 또는 

해외 노동시장 진출에 대한 장기적인 이득과 손실간의 균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고려해야 할 개념은 연구개발 분야를 떠나는 인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이다. 즉, 이러한 우수 인력이 

연구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진로를 선택할 경우, 

이것이 동 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우수 연구인력의 손실로 

인식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가장 협소한 의미의 혁신을 

상정한다면, 위의 상황은 잠재적인 손실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의 혁신은 R&D 를 수행하는 

실험실내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공식, 

비공식적인 폭 넓은 제도적 기반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혁신시스템(NIS)의  큰 틀 내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거나 혁신 지원에 관심이 부족할 

경우, 많은 연구 개발 노력이 낭비 될 수 있다. 따라서 숙련된 

과학기술 인적자원이 관리직이나 다른 비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것 또한 동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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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동 사업 참여 대학원생 중에서 R&D 이외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를 조사하는 것은 결국 한국 지식창출 활동의 

성공이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관리자들(managers and administra-

tors)에 어느정도로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목표와 관련된 질적 평가지표들(1.2.2)은 

한국대학(원)의 국제적 위상 강화라는 둘째 목표를 평가하기 위해 

제시된 평가지표들로부터 도출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국가 전체 

수준의 질평가 보다는 학과수준의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 지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1.2.2; 2.3.1; 2.3.2). 

국가 전체 수준에서 연구의 질 집중도(intensity) 지표는 연구 

인력의 규모로 표준화하였는데 이는 양과 질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즉, 연구인력의 풀의 절대 규모가 더 커짐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와 인력 풀 내에 평균적인 연구자의 연구성과의 

질이 향상되어 발생하는 효과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고등교육 인력의 고용 (1.3.1) 

BK21 사업이 국가 전체 우수 지식인력 풀의 규모와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장기에 걸쳐서만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사업효과 평가에 도움이 된다. 즉, 고용상의 균형과 

관련하여 여기서 제시하는 평가지표들은 동 사업의 효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특정 평가지표의 선택은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지표 중의 하나인 고용주 샘플 서베이는 한국 R&D 인력의 

규모, 인력의 구성, 주관적 평가 등에 대한 시계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지표의 경우에는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교육부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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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에서 국내 대학원 졸업생 또는 해외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국내에 고용된 인력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동 사업의 평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타 정책의 효과측정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R&D 인력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주 샘플 서베이와는 

달리 인력 공급측면에서 고급인력 개개인의 진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 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장기 추적조사를 설계함에 

있어 미국과학재단이 과학, 공학, 의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해 매 2 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추적 조사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사학위 소지자 조사(SDR: Survey of Doctorate Recipi-

ents)는 이들 박사소지자들이 76 세가 될 때까지 그들의 교육 

기록, 고용 상태, 가족 및 시민권 상태, 직무훈련 상황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06). 

추적조사는 다른나라의 예들을 참고하되 한국의 특별한 상황에 

맞춰 디자인 될 수 있으며, 이는 정책담당자와 평가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주제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즉, 

장기 추적조사에 여러 분야의 고용주들에 대한 제한적인 인터뷰도 

포함하면 BK21 대학원생들의 진로에 대해 추가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동 인터뷰는 장기 추적조사 만큼 자주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BK21 사업의 새로운 사업단계 시작과 

마지막에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1.2.2; 2.3.1; 2.3.2) 

동 사업의 두번째 목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학과)를 육성하는 것인데 이 사업 목표는 보다 우수한 연구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국가 

전체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첫째 목표와 관련한 평가지표 

그룹과는 달리, 이번에는 각 대학의 개개학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 대학의 국제적 명성과 위상은 학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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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단의 우수성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므로, 학과 구성원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등)의 연구 성과평가에 중점을 

둔다2. 

연구 성과의 질 측정 

대학원생과 교수 등의 연구의 질은 아마도 사업의 투자 

효과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일 것이나, 연구 질에 대한 

적합한 평가지표를 고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적으로 

동료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대학 학과의 연구 질을 평가하는 가장 

훌륭한 평가지표라고 본다. 아울러 과학 등 지식 창출 분야에서는 

동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예는  어떤 선구적인 연구업적의 창출과 이에 대한 인용이다. 

따라서 어떤 논문의 인용 빈도는 논문 질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BK21 사업의 평가자들은 논문의 인용 빈도 수에 따라 각각의 

논문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서 논문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3. 이러한 접근방법은 다른 여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평가체계에서 채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을 상대 평가 할 수 있도록 이것의 변형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논문 인용 빈도수를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평가방법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용횟수를 직접 측정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기준과의 관련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주요 단점은 

__________ 
2 대부분의 국제 순위평가 시스템은 대학 단위이다. 이는 BK21 의 평가자가 활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아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때 이미 세계대학순위 평가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한국에서 또다시 시행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대학단위의 

세계대학 순위평가에서 한국대학들의 순위가 평가기간내에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과에 중점을 둔 평가방법이 BK21 사업 목표를 평가하는데 

더욱 적합하다고 본다. 

3 가중치 부여 방법은 이후에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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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제한인데 이와 같은 논문의 인용횟수 평가지표가 2 단계 

사업 평가기간안에 도출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떤 학문분야에서는 발표된 논문들이 짧은 시간안에 다른 

논문들에 인용됨으로써 단기간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학문분야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2 단계 BK21 사업으로 인한 변화를 측정하는데 

있어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의 시간이 학문분야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인데, 어떤 경우이든 이러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중요한 논문의 경우 인용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빨리 나타나겠지만 그럼에도 처음 인용되지 까지에는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학문분야에 따라서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BK21 사업의 평가를 위해서 논문 

인용 횟수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논문이 실린 저널의 ‘영향력’에 따라 논문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인용횟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비교되는 

간접 측정방법이다. 이러한 인용 지수에 대한 간접 측정과 

직접측정과의 관계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과의 관계와 비슷하다. 

과학 분야에서의 명성은 논문의 영향력으로부터 파생되곤 하는데, 

따라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저널(논문 당 평균인용수가 많은 

저널)의 편집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저널에 비해 논문 

게재여부의 판단을 매우 선별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저널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영향력에 기반을 두어 개별 논문의 

가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논문 질의 근사치를 

측정할 수 있다.  

동 사업 평가를 위한 이 측정방법의 장점은 비록 당해 

논문의 영향력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은 아니지만 평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단점은 영향력이 

큰 저널에 실린 논문이라고 하여 그 보다 영향력이 낮은 저널에 

실린 모든 논문보다 반드시 더 질 높은 논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저널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방법은 논문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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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보다는 당해 저널 편집위원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논문이 게재된 저널의 영향력은 당해 논문이 그 

분야에서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에 대한 대한 설득력 있는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논문이 실린 저널의 임팩트 

팩터(IF)에 기반을 둔 측정법은 데이터가 수집되는 사업 첫해부터 

측정의 기준선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시기의 데이터 수집을 

하자마자 곧 양 기간동안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저널의 영향력에 기반을 둔 연구의 질 

측정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논문의 직접 인용 수 또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논문의 직접 인용 수는 사업 평가자가 수집한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이후에 어느 측정방법이 다른 것보다 더 

우수한지 또는 중복된 평가방법이 유용한지 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K21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사업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주어진 기간동안 특정 평가지표로부터의 얻은 

절대적인 결과치보다는 어떤 기간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평가지표가 불가피한 측정 오류가 있다고 하여도, 

평가지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측정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점이 일관되게 존재할 것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그러한 평가지표는 여전히 의도된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그러한 평가지표의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측정된 결과의 “절대치”를 해석하는데에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학문 분야 내에서의 연구 질에 대한 측정 

직접 측정되거나 특히 가중치가 부여된 인용지수는 

학문분야별로 굉장히 다를 것이다. 이는 각 학문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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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는 저널의 수도 다르고 저널의 영향력 또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표를 통한 결과의 해석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ISI(ISI Web of Science Journal Citation Report)에서 얻은 

데이터로 작성한 표 5.3 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로봇공학’과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은 ISI  학문범주 (hi-

erarchical field categories) 상으로 동일한 수준에 있는 학문 

분야이다. 그러나 이 두 분야는 정량적으로 볼 때 학문분야 

분류상 동일한 학문분야로 보기 어렵다.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의 

경우 로봇공학에 비해 25 배 많은 논문수를 가지고 있고, 이는 

ISI 에서 측정한 IF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저널의 규모, 발간 

횟수, 편집방향 등의 면에서 다양하지만, 특정 해(또는 발간 

호)에 실릴 수 있는 논문 수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저널을 가지고 있는 학문분야의 논문은 그 분야의 규모에 

비례하여 더 높은  IF 를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4. 즉, 많은 수의 

저널은 그 논문이 더 많이 인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의 두 가지 분야의 가장 명성이 높은 저널의 

IF 간 차이는 이 두 학문 분야 간 논문 수의 차이 비율과 거의 

유사하다.  

물론, 어떤 연구논문이 인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그 인용의 이유를 알 수는 없다. 가령 최근의 경우를 보면 특정 

연구프로젝트와 이의 연구결과가 악명이 높거나 심지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이 인용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흔하지 않다.  

 
 

 

__________ 
4 이러한 효과는 보다 많은 논문이 동료로 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떄문에 반대의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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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ISI 분류상 과학기술 2 개 학문분야 간 저널 IF 값 비교 

 "로봇공학" 
"생화학 및 분자 

생물학" 

ISI 분야의 저널 수 11 256* 

저널 IF 의 범위   

  최소 0.198 0.097** 

  최대 1.486 33.456 

평균 IF 값 0.663 3.574 

표준 편차 (SD) 0.442 4.144 

1 SD 1.105 7.718 

  1 표준편차를 넘어선 저널 수  3 22 

  1 표준편차를 넘어선 저널 퍼센트 27.3% 8.6% 

1.5 SD 1.326 9.790 

  1.5 표준편차를 넘어선 저널 수  1 15 

 
1.5 표준편차를 넘어선 저널 

퍼센트 
9.1% 5.9% 

2 SD 1.547 11.861 

  2 표준편차를 넘어선 저널 수  0 10 

 
2 표준편차를 넘어선 저널 퍼센트 

0.0% 3.9% 

* ISI 261 개의 논문 포함. 이중 5 개의 최신 저널은 ISI 방법을 이용한 IF 계산에서 

제외되었음. ** 일본 저널이며, 영어권 최하위 IF 저널은 0.199 임. 

 



160    제 2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의 성과평가 모형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질을 측정하는 근사치로서 논문이 실린 저널의 명성을 

사용하는 평가지표들은 실제 적용의 경우에서는 여러 형태가 될 

수 있다. 만약 단일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동일 학문분야 내에서  

뿐만 여러 학문분야를 비교하는데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학문분야별 규모의 차이 때문에 ISI IF 를 사용하여 논문 질을 

평가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간단한 대안은  저널의 원(raw) 영향력 지표를 사용하여 수준별로 

분류(bins)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 상자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의 문제는 

기술적이기라기 보다는 개념적인 문제이다. 즉 측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견해는 로봇 공학의 우수 논문과 생화학분야의 우수 

논문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후자가 전자보다 중요하거나 학문의 속성상 질이 높다는 것을 

설명할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련의 

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학문분야 내에서 저널의 질에 대한 

순위를 매긴 후 그에 따라 저널들을 해당 상자에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우선 특정 

학문분야별로 IF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표 5.3 은 로봇공학과 생화학분야의 IF 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값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는 각 학문분야 내 저널의 

질적 수준에 따른 bin 을 정하는데 쓰일 수 있다.5 예를 들어 IF 

평균값 보다 1 표준편차 많은 bin 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bin 에는 

__________ 
5 논리적으로는 ISI 에 의한 저널의 평균 IF 를 계산할 때, 가중 평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가중치를 이용함으로서, 한해 동안 해당 학문분야 전체 

논문의 10%를 게재하는 저널의 IF 는 1%의 논문을 게재하는 저널에 비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로봇 공학의 경우에도 상위 저널이 다른 

저널에 비해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저널의 가중평균값은 0.722 로 

표 5.3 에서 제시된 것보타 약 9% 높고 표준편차는 0.471 로 6% 더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설명을 보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중평균 대신 일반 평균치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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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공학 저널의 27.3%,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저널의 8.3%가 

들어 갈 것이다. 더 많은 bin 을 만들 수 있는데, 평균값 보다 

1.5 표준편차 많은 bin 에는 로봇공학 저널의 9.1%,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저널의 5.9%가 포함될 수 있다6.  

다음단계는 각 bin 안에 있는 논문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여도에 따라 개별 저자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타임지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에서 교신저자에 100%, 제 1 저자에 50%(제 

1 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은 경우에는 제 2 저자 해당), 제 2 저자에 

25%, 그리고 나머지 저자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의 상대적 기여가 부여되어 있는 

논문 자체에는 어느 정도의 가중치가 부여되어야 하는가?  

측정기준으로서 저널의 IF 평균에서부터의 상대적인 거리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일반적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방법은 경계(threshold)의 설정(예 : 표준편차의 1 배 혹은 

1.5 배 거리 등)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방법이 반드시 

취약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사업평가자들이 

이러한 경계를 조절하여 각 학문분야별로 기준을 설정하거나 

학문분야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나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bin 에 부여된 가중치 또한 임의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가령 간단히 곱셈계수를 부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동료 평가된 저널에 실린 논문에 1, 첫번째 

경계보다 위에 있는 bin 안의 저널에 실린 논문에는 2, 두번째 

경계 보다 위에 있는 bin 안의 논문에 4  등). 이러한 평가기준이 

상당히 임의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평가지표의 

__________ 
6  예에서 보듯이 두분야의 IF 의 분포는 다르다. 이 때문에 로봇공학에는 더 높은 

표준편차를 사용하게 된다. 또 다른 더 높은 적률(skewness, kurtosis, etc.)을 

이용하여 학문분야별로 표준편차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표 5.3 에서 나타난 

이상 현상(평균으로부터 고정된 표준편차를 사용한 동일 경계점들이라고 해도 

학문분야에 따라 bin 의 크기가 달라짐) 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임의적인 bin 경계(예 : 상위 10%,  20% 등)방법을 이용할 때와 같은 결과에 이르기 

까지 매우 복잡한 단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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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값을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러한 지표의 

상대적 변화를 평가하게 되면 임의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곱셈계수는 향후의 경험을 토대로 소급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기초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 평가자들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순수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측정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저널의 IF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를 토대로 한 또 다른 방법은 

평가자가 모든 저널을 bin 에 분류할 필요가 없는 방법이다7. 이 

방법은 저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의 영향력이 그 논문의 우수성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가령 보다 우수한 저널에 실린 

논문에 매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면, 일반 동료평가 저널에 

실린 논문에는 매우 적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평가자들은 고정조절 요소 T 를 선택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논문별로 이 요소가 지수(d)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 값은 동일 

학문분야 저널의 평균 IF 로부터 당해 논문이 게재된 저널의 IF 의 

거리(표준편차로 측정된 거리)와 같다8.  

 Weighted value of paper dT=  (5.1) 

사업 평가자들은 이 조절 요소를 원하는 논문 질의 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2 가 의미하는 바는 평균에서 

표준편차 2 이상의 IF 를 가진 저널에 실린 논문에 저널 평균보다 

4 배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__________ 
7  이는 THES 와 ARWU 의 순위평가에서 Nature and Science 의 논문 게재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가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BK21 평가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이 데이타는 

THES 와 ARWU 순위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시리즈로부터 이용가능하다. 

8  저널의 impact score 가 평균값보다 클 경우, d 는 정의 기호를 나타낼 것이며, 

반대의 경우 d 는 부의 기호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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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절’ 접근법의 주요 장점은 이 

방법이(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정해진 이후에는) 한 개 이상의 

임의적인 결정(기준점으로 평균에서부터의 얼마큼의 거리를 둘 

것인가, 어떠한 경계를 사용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결정)을 

줄여준다는데 있다. (따라서 bin 의 개념이 없어짐). 또한 하나의 

중요한 논문이 여러 개의 평범한 논문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bin 의 개념이 없고 따라서 

경계의 대한 결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가자가 저널의 

그룹별로 논문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도 불필요하게 된다. 이 

방법은 연구의 질에 대한 대용 지표로서 저널의 IF 를 사용하는 

것의 개념적인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Science 와 

Nature 에 실린 모든 논문이 같은 영향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실제로, 위의 두 저널 모두에서 소수의 매우 우수한 논문이 해당 

저널의 IF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문분야 간 질을 비교할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저자의 전공 분야 이외의 논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보다 많은 연구자를 가진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저널에 실린 로봇공학의 논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이고 

또한 만약 이 저널의 원 IF(raw impact value)가 로봇공학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저널의 IF 를 초과하기는 하나, 다른 ISI 

분야의 평균값보다 그리 높지 않은 bin 에 해당할 경우 이 논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9 

이에 대한 답은 개념적으로는 분명하다. 이러한 예의 경우, 

그 논문의 저자는 로봇공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비해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진 저널에 논문을 실음으로 인하여, 폭 넓은 관심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저널의 실제 IF 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로봇공학 저널이 분류된 bin 내에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__________ 
9 IF 가 4.5 인 비 로봇공학의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가장 높은 IF 를 지닌 로봇공학의 

저널에 비해 3 배가 높은 수준이지만, 비 로봇공학 분야의 평균 저널의 IF 는 4.5 이다. 

따라서 동 저널의 높은 임팩트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낮은 등급의 그룹(bin)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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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문은 특정 학문분야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진 

저널이 포함된 bin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bin 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평가자가 조절방법(tunining approach)을 

이용한다면, 논문의 저자는 로봇공학의 평균 저널 IF 와 논문이 

실린 저널의 IF 의 차이로부터 계산된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전공분야 이외의 학문분야에 실린 

논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각 개별 논문에 

대한 영향력을 계산하는 것 또한 매우 힘들 수 있다. 여기에는 

개념적인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가령 로봇공학 분야의 연구자가 

이와 관련된 분야에만 논문을 실을 것이라는 가정이 존재하나, 

이러한 가정이 항상 만족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로봇공학의 

연구자가 일반적인 관심을 가지고 평균적인 영향력이 있는 

전자공학의 저널에 평균적인 질의 논문을 실을 경우, 위에서 

논의된 가중치 부여를 통한 방법은 이 논문에 과대한 가중치를 

부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저널의 편집자가 

그 저널에 적합한 논문을 찾을 것이라는 논거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문제의 논문은 그 논문이 실린 저널의 다른 논문과 비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전공 분야 이외에 저널에 실린 논문은 

그 논문이 실린 저널 분야의 평균 IF 와 실린 저널의 IF 의 차이에 

바탕을 두어 평가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 사업평가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전 분야에 걸친 질의 측정 

위에서 논의한 연구의 질에 대한 측정 방법은 각 학문분야 

내에서 연구의 질적 수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에 

초점을 두었다. 또 다른 접근 방법은 학문 분야에 상관없이 

저널의 영향력을 그 자체로 간주하면서 모든 논문들에 대한 질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평가자들은, 예를 들어, 로봇공학에서 그야말로 독창적인 최고의 

논문인 경우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과 같이 보다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루는 저널에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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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문분야에서 제기할 수 있는 

학문분야 간 형평성에 대한 논쟁을 줄이고, 모든 학문분야가 

비교적 소수인 전문화된 저널의 예에서 추론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상정하고 있다.  

BK21 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연구의 질적 수준 변화의 역할을 

해석할 때 위의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업의 주요 목표별 평가지표를 단일화하지 않고 여러개를 

제시하고 또한 동일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평가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각각의 지표는 질에 대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개념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첫번째 유형의 질평가 지표는 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학문분야별 영향력 지표이다. 학문분야별 평가지표는 평가 시 

의도되지 않은 평가의 왜곡가능성을 줄여 준다. 이러한 왜곡이 

발생한다면, 대학원생과 연구원 등이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미래 

가능성 있는 중요한 분야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지 않은 

학문분야를 피하게 하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서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과학기술인력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분야에서 오히려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이들 분야에서 더욱 

명성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10 

평가자가 학문분야에 관계없이 보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에도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은 Bin 접근법 

또는 조절 요소(tuning factor)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Bin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가자는 저자가 속한 

학문분야의 저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학문분야 저널에 걸친 

영향력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다. 즉, 고정된 백분율이나 표준 

편차 등에 의해 bin 간의 경계 설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__________ 
10  이는 이론연구 분야보다도 관련 연구가 즉시 실제에 응용되고 있는 로봇공학과 

같은 학문분야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표 5.2 의 산학협력과 관련된 세번째 

지표군은 이러한 효과를 포착하도록 고안되었다. 이것은 동 사업의 두번째 목적인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중시하지 않을 가능성을 또한 줄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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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상위 10%, 상위 25%, 상위 50% 등으로 설정한다면, 2 단계 

BK21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간 동안에 발표된 실제 

논문 수와 한국 연구자의 논문비중 등을 측정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아울러, 평가자들은 동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 전 분야에 걸친 질평가에서‘조절 요소(tuning 

factor)’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식 5.1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가자들은 조절 요소 T 를 선택하고 가장 순위가 높은 

저널에 실린 논문들에 대해 그에 걸맞는 바람직한 질평가지표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해당 질 평가지표를 보정(calibrate)할 수 있다. 

높은 영향력을 가진 저널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 방법은 

영향력이 낮은 저널에 실린 논문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만들지 

않으면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저널에 실린 논문에 일종의 

‘보너스’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분야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조절 요소 T=1.33 으로 설정하여 이를 식 5.1 에 적용했을 때,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닌 저널에 실린 논문은 10 의 가중치를 

받는 반면, 가장 적은 영향력을 지닌 저널에 실린 논문은 1 의 

가중치를 받는다. 이 방법은 앞에서 학문분야별 측정방법에 

적용되었 때에 논의한 바와 동일한 장점과 단점을 지닌다.  

상대적인 연구의 질 측정 

전술한 두 종류의 연구 질 측정방법만을 가지고는 전체 

연구의 질적 향상이 BK21 사업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 상황 

변화나 학문 분야의 변화, 논문게재 방법의 변화 또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타 변화로 인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상대적인 연구의 질에 대한 지표를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의 지표는 평가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 

되고 있는 논문 중에 한국 저자(또는 공동저자) 논문 수에 대한 

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과학기술분야에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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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상위 10 퍼센트의 논문에 한국 저자 

논문의 비중상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비중에서의 

증가를 통해 한국 연구력의 상대적 지위가 상승하고 있음을 제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체 10 분위 별로 특정 사업단(또는 학과)의 연구논문의 

분포를 측정하는 것 또한 유용할 수 있다. 4 분위 또는 5 분위와 

같은 다른 분류방법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분류방법은 동일할 필요가 없으며, 평가 기간 동안 일관성만 

유지하면 될 것이다. 평가자는 원 자료가 수집된 이후에 모든 

기간에 걸친 일관된 평가를 위하여 분류방법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대학 및 학과의 인프라 변화(2.2.1) 

BK21 사업은 인적자원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물적 

인프라 등 기타 연구자원에 대한 투자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정부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과 인프라구축이라는 두가지 문제는 

서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부터 최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적자원 이외의 자원이 대학, 학과, 

사업단으로 유입될 경우에도 BK21 사업이 추구하는 특성화, 

신호(signaling)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BK21 사업의 투자가 인적자원양성 이외 부문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동 

사업비가 대학별 재원배분의 패턴과 이전 장에서 다룬 “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와 같이 다른 사업 재원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동 사업비가 다른 재원의 보완재의 

역할보다는 대체재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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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대학과 사업단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역량 

있는 사업단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 

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및 학과의 인프라변화 평가기준에 지시된 평가지표들은 

BK21 재원과 기타 재원 간의 관계, 인프라를 위한 재원이 어느 

정도 BK21 로 인하여 제공되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평가지표들은 R&D 연구비 자체뿐만 아니라 연구 

인프라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망하고 있다. 시간에 따른 재원의 

규모와 원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BK21 사업 

평가자들이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평가지표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 비수혜 학과 

(사업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정보는 점차적으로 다른 데이터 소스로부터 얻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내 경쟁적 환경의 조성(2.2.2; 2.2.3) 

연구진이 면담한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한국 대학이 평준화 

되는 경향 및 형평성을 중시하는 학교 내 문화 등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학자들은 거의 모든 대학에 

동일한 학과와 과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교수 승진이 대학에 대한 

기여에 대한 질적인 평가 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총장의 강한 리더십을 지지하지 않는 

대학지배구조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종종 질적인 연구가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과학기술의 새로운 

경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학과(분야)를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BK21 은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의 모든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집중적인 투자로 동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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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시스템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신호가 대학구성원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궁극적인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연구 경쟁 환경의 조성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와 같은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쟁환경 조성효과는 개인들의 의사결정 하나 하나가 

누적되어 발생할 수도 있고, 학과와 대학들이 BK21 사업의 참여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기관차원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  

BK21 사업 의도의 상당부분은 사업참여자의 행태를 변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동 사업은 진로 결정을 해야 하는 

젊은 대학원생,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학 교수 및 연구원, 그리고 대학 관리자들의 행동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직접 

관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쟁적 환경조성 평가기준에 적합한 

평가지표들이라고 여기서 제시한 지표들은 사업 참여자 개개인과 

대학의 선택과 의사결정행태 중에 관찰가능한(revealed)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참여자의 행태변화는 하나의 

평가지표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업평가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얻고자 하는 통창력에 도움이 될 

만한 일련의 평가지표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보다 경쟁적인 행태상의 변화는 부분적이지만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 논문은 연구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학과 간 경쟁에서의 위치를 보여주는 유용한 

간접지표이며, 외국 학자와의 공동 논문 또한 해당 학과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품 수출시장 

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 지식시장에서 역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연구자들만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연구자들이 

한국연구자들과 협력을 할 경우에 그들의 연구에 가장 많이 

기여할 수 있는 한국 연구자들을 선택할 것이다. 한편, 한국인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국제협력 연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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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기 떄문에 국제적으록 경쟁력이 있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주로 국제협력을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개개의 연구자 및 학과가 어떤 종류와 수준의 외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를 보면 연구자 및 학과의 위상과 특성화 

정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국제 공동연구가 증가하면서 동일 학문분야 혹은 

보완적인 분야에서의 국내 공동연구가 감소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국내 공동연구 감소와 같은 부정적 

효과는 사업 담당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두가지 종류의 협력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국제 공동연구와 함께 국내 공동연구 지표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제시된 복수의 평가지표들은 보다 많은 공동연구가 

연구의 질을 실제로 향상시키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국제 공동연구의 

증가가 연구 질은 저하시키면서 논문 수 등 연구의 전반적인 

산출물 증가를 위한 노력으로 쏠리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평가자들은 국제협력이 질의 개선을 가지고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평가지표들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  

국제 공동연구 평가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장점이 

있다. 논문 수에 기반한 평가지표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하지만, 논문 발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한 시간소요는 분야별로 다양하다. 또한, 응용과학 분야의 

경우 논문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기초분야에 비해 덜하다. 논문 

발표에 소요되는 오랜 시간과 분야별로 다른 논문의 중요성은 

국제 공동연구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한 평가지표들의 유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 공동연구와 유사한 

협력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평가자들은 또한 참여자의 행동변화가 대학(학과)의 

특성화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들을 개발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평가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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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과 교수들이 왜 다른 대학(학과) 보다 해당 대학(학과)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 경쟁률(지원 

학생의 숫자 대비 입학허가 받은 학생의 숫자)을 비교해 보면 

대학(학과)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11 한 대학(학과)에서 

다른 대학(학과)으로의 교수 및 연구자들의 이동을 추적해 보는 

것 또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이동은 정책 등에서의 

다른 변화가 실행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출발선(baseline)을 설정하는 것은 이러한 

연구자들의 이동이 보다 보편화 되었을 때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평가자는 연구 질 측정을 위해 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과 전체 연구 활동에 대한 분야별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다. 학과내 교수와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논문 저널의 ISI 

분야를 확인함으로써 학과별 연구 지도(map)나 스펙트럼을 알 수 

있다. 일정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스펙트럼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준선으로 활용하면 유용한데, 일단 기준선이 정해진 경우 

평가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로 학과가 특성화되는지 

또는 일반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저널 평가방법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어떤 학과의 경우는 보다 많은 세부 전공분야를 지니고 

있고 저널 숫자도 더 많을 수 있으며, 가장 뛰어난 논문 또한 

독자가 적은 세분화된 저널 보다는 독자가 많은 일반 저널에 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고 결과가 

유용성이 크기 때문에 측정의 가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성화에 대한 평가지표로 분석한 결과 학과 간 연구분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질적 평가 지표는 

장래성있는 학과를 결정하는데 더욱 가치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__________ 
11 학과들은 국내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정원이 미달되었을 경우, 이를 

채우기 위해 외국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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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성화 평가지표로 분석했을 때 학과간 연구분야의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화지표는 해당 

학과들이 틈새(niche)분야에서의 우위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행동변화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학원의 명성과 국제경쟁력에 대한 기타 평가지표 

(2.1.1; 2.3.1; 2.3.2) 

위에서 논의된 한국의 연구 질과 한국인 연구자들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접근방법은 두가지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게재된 논문을 토대로 한 측정도구는 평가하고자 하는 실제 

지표의 근사치일 뿐이라는 점. 둘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의 

특성에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중 소수만이 여기서 

제시한 평가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의 질에 대한 다른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동료집단들로 하여금 연구의 질과 위상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평가지표를 실제로 측정할 때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BK21 사업 평가자들이 대학원의 명성 및 

국제경쟁력과 관련하여 이하 두가지의 질적 평가 지표 중 적어도 

하나를 고려하기를 제안한다. 첫째 방법은 한국내에서 대학 

학과장, 저명한 연구자, 그리고 산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학과와 

사업단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이와 비슷하게 해외의 대학관련자, 저명학자, 산업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대학의 학과와 사업단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조사에는 조사 응답자들이 4 분위, 5 분위 또는 

이외의 분류범주에 각각의 학과(사업단)를 배정하게 하거나 혹은 

각 학과(사업단)에 대해 정성적인 평가지표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학과 순위를 매기도록 하는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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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는 한국의 학과들간에 상대적 지위에 대한 질문사항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개별 학과, 사업단 그리고 한국의 전체 연구 

분야의 국제적인 명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학과와 사업단의 비교를 

위한 보다 많은 질문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나 설문 갯수와 

응답률이 반비례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즉, 질문항목의 수가 

증가할 수록 완료된 서베이의 수와 유효한 정보의 양이 감소할 수 

있다. 설문 갯수가 늘어나면 설문의 처리과정에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해외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의 변화에 대한 외부의 인식을 파악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해외 응답자들은 한국 내 변화가 매우 크고 

명백하지 않는 한 이를 감지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지표는 여전히 국내 설문조사에서 얻은 정보와 

함께 국내 대학과 연구인력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학원 교육의 질에 대한 BK21 사업의 효과는 사업성과 

평가에서 주요 관심대상이나, 이 또한 그 측정이 상당히 어렵다. 

미국 CAE(Council for Aid to Education)에서 개발한 CLA(College 

Learning Assessment test)는 학부교육의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나, 이를 대학원 교육에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CLA 는 의사소통능력, 추론 능력의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학부교육의 평가에는 적합하나, 대학원 교육에서는 

의사소통능력과 추론능력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학생들을 

특정 학문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획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므로 

CLA 를 대학원 교육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시 

말해, 문학과 과학 분야 학부 졸업생들을 대상하여 대학원 진학 

이전에 이러한 기초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학과 

화학분야의 박사취득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평가도구로 측정할 수 

있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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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기에서는 BK21 사업이 대학원 교육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복합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일련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모은 정보와 몇 가지의 새로운 변수를 기초로 

하는데, 평가자들이 이러한 교육 평가지표의 요소를 선택할 

때에는 분야별 대학원 교육의 특징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복합 접근법에 대한 하나의 데이터 소스는 완성된 

박사학위 논문의 질에 대한 익명 평가이다. 이는 학과별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질적 수준의 변화와 더불어 특성화가 이루어진 정도 

를 보여 줄 수 있는 직접적이면서 세부 전공 분야별 특성에 맞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사업의 참여와 비 

참여 학과에 대해 이와 같이 박사학위 논문 질에 대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면, 이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획득하기 어려운 

대학원생의 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 다른 여러 데이터 소스는 대학원 졸업생이 연구 인력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중 하나는 

위에서 제시한 산업체 서베이와 인터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학원생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 이다. 평가자들은 이러한 

평가도구와 다른 평가지표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평가자들은 또한 학과에 그들의 대학원 교육과 논문 

시스템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각 

학과로 하여금 변화의 정도와 특징, BK21 로 인한 변화의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독자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핵심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가? 외부 평가자와 논문 위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등이다) 

평가자들은 대학원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들 

데이터의 흐름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제시된 

것과 것이 이질적인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복합지표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일련의 개별평가지표들에 비해 

복합평가지표는 정량화를 더욱 쉽게 하므로 더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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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특성화를 촉진하는 변화에도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복합평가지표는 타임지와 상해교통대학이 시행하는 세계 대학순위 

평가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두 가지의 주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 시리즈들에 

대해 어떻게 각각 적합한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이다.(어떤 

데이터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데이터에는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되어야 하는가 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 둘째 문제점은 이러한 접근법에 의해 

개발된 평가지표는 절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를 위해 고안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따라서 

평가지표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기가 힘들어 진다.   

즉, 다른 학과에 비해 1% 또는 10%의 더 많은 점수를 받은 학과가 

더 낮은 점수를 받은 학과에 비해 과연 질적으로 다른가하는 

점이다. Guarino et al. (2005) 은 복합지표의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수적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잠재적 변수 분석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BK21 평가자들이 대학원 교육의 

질 혹은 대학원의 명성을 평가를 위해 복합측정도구를 사용할 

경우 참고할 만하다.   

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평가지표들을 제시하자면, 대학원 진학 가능한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원을 진학하는지의 여부와 어느 대학원에 진학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지표들은 국내 대학원에 지원한 

한국 학생들에 대한 통계로부터 구축될 수 있다. 개별 학과가 

연구 면에서 보다 매력적이고 보다 높은 명성을 지니게 된다면, 

해당 학과에 입학하고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원에 지원하는 숫자를 

계산하여 평가지표를 구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외국인 학생의 수는 당해 학과의 국제적 위상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대학 및 

학과들은 외국학생의 선발에서 여러 이유로 인하여 덜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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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12  그러므로 한국대학원의 외국인 

학생 수를 사용하여 대학원의 국제적 위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학생의 출신대학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신대학의 순위는 타임지나 상해교통대학의 

학부 대학순위를 활용할 수 있다.  

산학 협력 강화 평가지표(3.1.1; 3.2.1) 

논문의 수, 논문 질 등과 같은 공통적인 평가지표들은 

인문학 또는 기초과학 분야에 비해 로봇공학과 같은 응용과학 

분야에는 덜 적합할 수가 있다. 비슷한 문제점은 산업체와 

대학간의 파트너십과 정보교류 강화라는 BK21 사업의 셋째 목표를 

평가할 때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공식 비공식적인 산학협력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위치한 산업체가 대학의 연구 활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이 향상된 역량으로 

지역 혁신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 이는 

또한 한국 대학의 국제 지위 향상과 국내 지역대학의 지위 

강화전략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산학협력 관련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제시된 평가지표들은 

연구 및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에 비해서는 보다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직접적인 지표 외에 

대용지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용지표는 데이터 획득이 

쉽지 않은  2 가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첫째 대용지표는 산업체의 연구 및 생산품 개발팀과 대학의 

사업단(또는 학과) 간의 공식적인 협력수단들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수단은 산학간의 상호 교류를 대략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떤 경우에는 외부 평가자들에 의해 

__________ 
12 주요 이유는 대학에 이러한 학생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며 한국 학생 정원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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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되는 공식적인 협력이 있기 전에 이미 산학간의 상호교류가 

존재했을 수가 있다. 다른 경우에는 공식적인 협약은 이루어 

졌으나 참여자들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협력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산학연계 평가지표를 위해 수집된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산학연계 시스템의 개략적인 변화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측정오류가 사업 전 기간에 걸쳐 일정하다고 가정).  

둘째는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업이 추구하는 바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 줄 수 있지만, 그 측정은 더욱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지표이다. 산학협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신제품의 

가치와 수를 조사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산업체의 경우, 

특히 첨단 기술 혁신으로 신제품을 만들어낸 기업의 경우에 

신상품 개발의 사례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며,13 기업들은 이것을 자체적인 성과 평가의 도구로 활용 하 

고 또한 이를 투자자, 고객, 또는 잠재적 파트너에게 알리고 

(signal) 있다. 어떤 기업은 총 생산물 대비 신상품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지표들은 물론 측정상의 여러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평가의 주목적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특히 그 변화가 동 사업에 의한 변화인지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 못지않게 일관성 있는 측정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기준들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언뜻 보기만큼 

어렵지 않을 수 있다. 2001 년 이후 각 대학 내 특정 조직 

(산학협력단)이 학교와 산업체간의 공식적 계약을 관장해 오고 

있으며, 비록 이들 조직이 현재는 학과별 데이터가 아닌 대학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사업 비 수혜 학과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수혜 학과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사업은 

__________ 
13 Innovative products and processes (IPP)- OECD.  여기서는 조직 또는 마케팅과 

같은 또 다른 혁신의 종류를 IPP 와 구분하고 있다. BK21 평가자들 또한 이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178    제 2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의 성과평가 모형과 정책적 시사점 

이미 사업 수혜 사업단으로부터 기술료 수입과 같은 산학협력을 

통한 상업적 산출물 및 수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공동 연구, 특허, 기술료 수입, 기타 지적 재산권 수입 등 

이외에 산학협력을 위한 또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산업계는 대학사회내 어디에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전문지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또 

BK21 사업의 지원을 받는 응용과학 분야 사업단(학과)들은 산업체 

대응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산업체와 

학계 양측간에 활발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비공식적인 접촉은 

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에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곤 

하는데, 이 때 산업체와 사업 수혜자 간의 일상적인 접촉의 

수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평가에 유용할 수 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선의 설정하고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동 

사업평가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산학협력관련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서 평가자들은 너무 정량적인 측면에만 

치우치기 보다는 정성적이고 서술적인 데이터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식적, 

비공식적 접촉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의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산학협력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산학협력의 형태가 서로 다른 것 처럼, 기업 또한 그들이 

만들어 내는 제품과 서비스, 기업 문화와 관리방식 등에서 서로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존재한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산업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합되어 있게 마련인데, 몇몇 국가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혁신을 창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는 BK21 사업과 다른 정부 사업이 

공통적으로 염려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 규모의 

차이에 따라 산학협력의 행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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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한 고용주 설문조사, 면담조사, 현지 방문 등과 

같은 정성분석 도구는 산학연계를 평가하는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산업계와 대학이 산학연계 활성화 정도에 대해 어떤 단어를 

선택하여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직접 들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표준적인 평가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정량적이기 보다 서술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데이터 형식에 적절한 정성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대학의 위상과 지역산업에의 기여 평가(3.2.2) 

지금까지 국가 전체나 각 학과 또는 사업단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에 대해 다루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동일한 데이터로 

부터 전통적으로 발전의 중심부 역할을 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지역 대학의 위상과 역량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지역에 대한 평가지표는 특히 변화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산학협력 정도의 변화에 대한 보다 미묘한 

차이를 살펴보는 것(nuanced view)이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이 

평가지표들은 또한 지역의 혁신활동이 국가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육성 지원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평가지표의 적용은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중요시되고 

있는‘혁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각 

지역의 독특한 특징은 지역 혁신의 성공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며, 혁신은 물질적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인 간 

활동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는 기술혁신자들이 소유한 지식의 극히 

일부만이 성문화될 수(codifiable)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중요성은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더욱 커진다. 

성공적인 기술혁신자는 대개 고도의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나라 자신들의 경험과 귀납적 논리에 기반한 직관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러한 능력과 직관은 쉽게 말로 설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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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혁신은 

“보내는 자(sender)”와 잘 설명된 정보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받는 자(receiver)” 간의 교류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 졸업생을 

고용할 때, 이미 체득한 지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지역과의 협력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험지(知)와 친숙함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혁신은 지역적이다14.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을 강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의 

촛점은 (1) 지역의 비교우위를 키워갈 수 있는 지역 자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2)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3) 외부 자산(특히 지적 

자산)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모든 이러한 요소들은 BK21 의 목표와 

사업의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지역산업과 대학 간의 연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몇 가지의 평가지표들을 

제시한다. 하나의 지표는 산학협력에 있어서 지역대학과 산업체 

간의 지역적 거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데는 

몇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산업체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강원도와 같은 지역은 관광 이외의 다른 산업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전라도와 같은 지역은 경상도에 

비해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동 사업의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다른 평가지표들은 수도권 밖의 

산업체와 지역 대학 사업단(학과)간의 산학협력 비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중요 지표는  수도권 소재 산업체와 

__________ 
14  이에 대한 참고 논문 등은 미국 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2005 년 

10 월 혁신 컨퍼런스 참조. (http://www.innovationconf.org/2005.) 

http://www.innovationconf.org/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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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사업단(학과)간의 산학협력 건수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지표들은 산학협력의 변화추이를 평가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 함꼐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 평가자가 고려할 만한 하나의 설문조사 도구는 

기업체 R&D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학협력 델파이 조사이다15. 

기업 R&D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의 여건이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정체 또는 악화되고 있는 지에 대해 설문참여자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R&D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관심있는 산학협력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평가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델파이 조사방식은 산업계가 산학협력의 특성, 정도, 

유용성 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의 초점이 비록 과학기술 분야에 

맞추어져 있지만, 동 사업은 또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지역 

협력 강화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는 지역 대학이 특성화를 

통해 자원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며, 지역의 문화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산학협력 협정이나 

계약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덜 공식적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서 측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인문학 분야 학과로부터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평가자는 동 분야에서의 산학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사회 분야에 맞는 산학협력 협정의 

표준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약 

참여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를 통해 그로 인해 

__________ 
15  전통적인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질문을 함으로서 다양한 

의견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 사용된다. 이 방법은 전문자가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익명성의 보장 등으로 방법으로) 상당한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이로 인해개인의 

성향 등이 결과를 왜곡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조사와 함께 

동시적으로 집단 상담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비동시성 상호 교류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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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지식이 해당 지역에서 더 널리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환영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계 R&D 양과 질, 그리고 국가 노동 생산성 (3.3.1; 

3.3.2) 

산업계 R&D 와 국가전체 노동생산성과 같은 평가지표는 

한국에서 이미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논의된 델파이 조사는 또한 중장기차원의 

일련의 사업성과 평가기준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가기준을 위해 여기서 제시한 평가지표들은 

산업계의 역량 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에서 

도출된 것이며, 4 장에서 논의된 계량평가모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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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앞의 장들에서 BK21 사업의 목표, 사업과정의 이해를 위한 논리 

모델, 사업의 순 효과를 측정하기위한 계량모델,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가능한 평가 지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 다음, 사업의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B)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제시된 평가지표에 어떤 시계열 데이타가 필요한지를 

식별하고 평가기준, 평가지표, 데이터시리즈를 연결시키는 자세한 

작업 등이 포함된다.  

제시된 평가지표의 우선순위 결정 

이전 장에서는 사업평가자가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실제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딪히게 될 의사결정의 문제, 

평가설계의 다양한 가능성, 이들에 내포된 상충관계(trade-

offs)등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사업 평가자들이 평가체계를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체계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지표에 관련된 

변수의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 해당 평가기준 및 지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평가지표가 어떤 평가기준을 정량화하고 있으며, 각 평가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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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표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평가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평가자가 설계된 평가체계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제시된 평가지표들은 사업의 평가 

기준을 측정하는데 모두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평가자 또는 예산지원 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평가지표는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부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지표 간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서열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심적인 사업 성과기준은 그러한 기준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했을 때 사업성과가 명확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동 사업이 성공적이고 계속해서 실행될 만한 

사업임을 뒷받침하는데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부수적인 

평가기준은 그러한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성과가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 전체의 성공여부를 좌우하기 보다는 사업에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도만을 시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가지표들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책의 영역에 속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자 혹은 

정책담당자가 여러가지 평가기준들 중에 어떤 평가기준들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정책적 판단을 

통하여 어떠한 평가기준들이 사업 전체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일단 평가기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나면 

평가지표들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는 

2 가지의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로 평가자는 각 평가지표별로 

“핵심”또는 “부수적”과 같은 상대적 중요도를 부여하여야 

하고,(표 6.1 은 어떠한 평가지표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를 예시하고 있다.) 둘째는 필요 데이터의 발견, 수집, 

가공 등 데이터 처리과정에 대한 실용적 판단이 요구된다. 사실 

요구되는 각 데이터는 이의 수집에 필요한 시간 또는 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전적으로 실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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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고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장에서 

논의된 몇가지의 평가지표들(3.3.1.3a, 3.3.3.1.3b, 3.3.1.4)을 

위해서는 주어진 기간 동안 한국의 기업이 만든 신제품 및 

신공정의 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만약 이 데이터가 이미 

다른 곳에서 수집되어 있다면 사업평가자는 이 평가지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 수집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다.  

표 6.1 은 평가지표 선택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순위는 평가지표 자체의 내재적 

가치(중요도)와 데이터 수집가능성이라는 실용성의 두가지 기준에 

대한 판단에 근거한다. 어떤 평가지표들은 평가자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만약 필요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획득하기 쉽다면 이 평가지표는 1 순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어떤 평가지표는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긴 하나 필수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데이터를 얻는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평가지표는 4 순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3 순위로 분류된 평가지표들은 고려할 

만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거나 상대적으로 획득하기 쉽고 측정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2 순위 그룹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지만, 사업의 주요 요소를 이해하는 데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오히려 2 순위에 분류된 

평가지표들은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의 

채택여부는 지출 비용, 이용 가능한 자원의 총량, 그리고 

여러가지 실용적인 고려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림 6.1 에서 제시된 시스템은 개념적이며 단순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평가지표와 관련한  비용과 난이도에 대한 결정은 

이 4 가지 범주중 하나의 범주에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우선순위 분류는 결국 판단의 문제이며 각 평가지표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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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데 이론적인 근거는 부분적으로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예를들어, 어떤 핵심적인 평가지표가 현실적으로 

실용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어 질 경우에는 부수적이라고 

생각되던 일부 평가지표가 매우 중요해 질 수 있다. 또한 

평가지표의 중요도는 해당 지표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 다른 

지표들의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즉, 어떤 평가지표가 다른 

지표들과 더불어 함께 관찰되어야 하는데 다른 관련지표들이 

우선순위가 높다면 해당 지표는 더 가치 있게 될 것이고, 그 

반대로 다른 관련 지표들이 우선순위가 낮아 모두 선택되지 

못하였다면 해당 지표의 중요도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데이터는 다른 6 개 이상의 

평가지표를 활용하는데 투입요소로 쓰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데이터 획득비용에 비해 상대적 이득을 증가시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평가지표의 우선순위를 높게 변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림 6.1 에서의 분류는 어떤 평가지표들을 평가에 

포함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업평가자는 수혜 대학과 학과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수혜를 받지 못한 대학과 학과, 그리고 

사업에 응모하지 않은 대학과 학과로부터도 유사한 데이터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중 어떤 데이터들은 이미 기존의 통계에 

포함되어 있어 수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평가자들이 사업수혜 대학들로부터 이전에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나, 비 

수혜대학과 비 응모대학으로부터 같은 정도의 정보를 얻기는 힘들 

수 있다. 또한 비수혜 대학들로 부터 입수한 데이터는 데이터 

형태가 달라서 사업 수혜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와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들 데이터로부터 구축된 평가지표의 

일관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따라서 평가지표의 유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수혜 대학과 비응모 대학으로부터의 데이터 획득의 추가적 

인 비용과 노력 때문에 평가자는 이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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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를 선택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표 6.1 우선순위 2 그룹에 대한 판단은 우선순위 

3 그룹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핵심적인 평가지표들을 

이러한 이유로 평가체계에서 제외하기 이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시말해, 특정 데이터를 얻는 비용과 어려움이 

너무 커서 관련 평가지표를 선택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 이전에 

이들 데이터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데이터가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사업성과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가치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6.1 사용가능한 평가지표간 우선순위 결정 

필요 데이터 수집 비용 또는 난이성  

낮음 높음 

핵심  I II 

성과평가기준 

판단을 위한 

평가지표의 

중요성 

부가 III IV 

 

평가자는 평가지표들간의 우선순위 결정과 더불어 

평가지표를 실제로 적용하는 절차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시된 평가지표 중 일부는 기존에 있는 과거 시계열 

데이터와 현재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를 적용하면 되는 것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평가지표를 불가피하게 수정하여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필요 

데이터가 수집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수혜자와 비수혜자로부터 

획득이 가능하다면, 동 평가지표를 활용한 평가는 사업의 

시작시기가 아니라 그 데이터가 이용가능하진 시기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사업 비수혜자로부터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반면 

중요성이 큰 평가지표의 경우에, 처음에는 입수가능한 작은 

표본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나중에 표본의 범위를 넓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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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사업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수혜 대학과 비수혜 대학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지만, 만약 이러한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수혜자만의 국한된 변화 조사를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분적으로만 입수가능한 

데이터라고 해서 이런 부분적인 데이터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또한 평가지표는 정보가 존재하는 

학문분야에 한하여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또 

는 해외 공동연구과제 수의 변화를 측정(2.2.2.1 과 2.2.2.3) 하 

려고 할 경우, 모든 학문분야에 걸쳐 그 데이터를 얻기가 매우 

힘들 수 있으나 특별히 관심이 있는 특정 학문분야에 대해 이러한 

측정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만약 어떤 평가지표에 대해 데이터의 허용범위가 실용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로 특정 영역의 사례조사를 

행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종합적 

평가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추세들을 설명할 수도 있고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과 평가 기법을 개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 평가자는 동 사업의 평가 

분석과 관련된 박사 논문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논문에 대한 예산지원 시 경쟁원칙을 적용한다면 대학생원생들이 

논문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업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BK21 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정책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 능력을 지닌 연구원을 양성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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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베이스 디자인과 내용 

이전 장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들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 파일의 큰 작업표(worksheet)와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평가지표에 

필요한 개별 데이터와 시계열자료는 해당 컴퓨터 파일의 

작업표라고 보면 된다. 작업표 목록은 화일에 들어갈 모든 데이터 

시리즈, 그 위치, 각 개별 데이터의 용도와 특징 등이 기술된 

노트, 데이터 시리즈와 그것들이 지원하는 평가지표들을 연결하는 

지도를 포함한다.  

아래에 제시되는 여러개의 표들은 데이터베이스 개념적 

구조와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표 5.2 과 유사한 표 6.2 는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더불어 각 지표가 핵심적인 지표인지 

부차적인 지표인지를 보여준다. 이 표의 마지막 열은 각 

평가지표의 값을 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시리즈를 나타낸다. 이 

데이터 시리즈는 부록에 있는 4 개의 표에서 설명된다. 부록 E 는 

학문분야별 대학 및 학과의 학술 연구 활동에 대한 연구 데이터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 그룹에 해당하는 개개의 데이터 

시리즈의 수 앞에  “R”문자가 들어간다. 부록 F 는 대학과 

학과의 교육 활동을 포함한 데이터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룹의 각각의 데이터 시리즈는 “E”문자가 앞에 붙는다. 부록 

G 는 학계와 산업계 연구자들간의 상호교류 및 산업별 혁신과 

R&D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다룬 산업계 데이터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룹의 각 데이터 시리즈 앞에는 “I” 문자가 붙는다. 

부록 H 는 한국 경제, 지역 정보, 기타 세 그룹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측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한 일반 데이터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룹 각 데이터 시리즈 앞에는 “G”문자가 

붙는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형태는 단지 개념적일 

뿐이므로 사업 평가자는 평가의 목적과 메커니즘에 보다 적합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2  
평가지표와 필요데이터 시리즈 및 우선순위 

평가기준 (metric) 평가지표 (measure)   

지표번호 BK 21 목표, 중간 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중요성 필요한 자료  데이터 시리즈 

  1. 연구인력 양과 질 증진 --     

    1.1 중간 지표 --     

1.1.1     학과별 석박사 

신입생/박사후 과정생 

      

1.1.1.1       핵심 국내 대학 대학원 생 수 E-2; E-4 

1.1.1.2       핵심 해외 대학원 유학 등록 학생수 E-6 

1.1.1.3       부가 국내 대학원 연구 인력(박사후 과정)  E-9; E-10 

1.1.1.4       부가 해외 취업 연구 인력(박사후 과정) E-11 

    1.2 산출물:       

1.2.1     인력 양성       

1.2.1.1a       핵심 국내 대학 취업자수 E-12; E-13  

1.2.1.1bi       부가 국내대학 취업자수(대학 질 가중치 적용) E-12; E-13; E-22  

1.2.1.1bii       부가 국내대학 취업자수(대학 질 가중치 적용) E-12; E-13; E-40; E-39; I-

25; R-38; I-24; E-38; R-

36; R-37; E-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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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계속  

평가기준 (metrics) 평가지표 (measure)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중요성 필요한 자료 데이터시리즈 

1.2.1.2       핵심 국내 산업체 취업자 수 I-1  

1.2.1.3       핵심 기타 전문직 취업 E-12; E-13; E-21; E-15; I-

1; I-2; ; E-14  

1.2.1.4a       핵심 해외 대학 취업자 수 E-15  

1.2.1.4b       부가 해외 대학 취업(대학 질적 가중치 적용) 

 

E-15; E-22  

1.2.1.5       부가 해외 산업체 취업자 수 I-2  

1.2.2     연구 인력 양과 질 

(국가 단위) 

      

1.2.2.1a       핵심 연구실적의 질(1 인당) R-31; R-32; R-34; I-12; E-

18; E-19; R-27; R-28  

1.2.2.1bi         연구실적의 질(grouped) R-31; R-32; R-35  

1.2.2.1bii       {세가지 중 

하나는 

핵심} 

연구 실적의 질적 수준 변화 R-31; R-32; R-35  

1.2.2.1c         연구 실적의 질(weighted) 

 

R-31; R-32; R-34; I-12; E-

18; E-19; R-27; R-28  

 

데
이

터
 베

이
스
 디

자
인
   1

9
1
 

 



표 6.2----계속 

평가기준 (metrics) 평가지표 (measures)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중요성 필요한 자료 데이터시리즈 

1.2.2.2       핵심 연구 논문의 수(1 인당) 

 

R-31; R-32; I-12; E-18; E-19; R-27; R-28  

1.2.2.3a       부가 주관적 연구 질 평가 (국내) 

 

R-36  

1.2.2.3b       부가 주관적 연구 질 평가 (해외) R-37  

1.2.2.4a       핵심 국내 연구인력 양 I-12; E-18; E-19; R-27; R-28  

1.2.2.4b       부가 국내외 한국인 연구인력의 양 I-12; E-18; E-19; R-27; R-28; I-13; E-20; 

R-29; R-30  

    1.3 성과물:       

1.3.1     고등 교육인력의 

고용 균형 

      

1.3.1.1a       핵심 국내 20 선별대학에 대한 기업 

의견 서베이 

I-24  

1.3.1.1b       핵심 졸업자에 대한 패널 

조사(longitudinal survey) 

E-38  

1.3.1.1c       부가 졸업자에 대한 패널 조사(현직장 

면담 포함) 

E-38; I-25; R-38; 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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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계속 

평가기준 (metrics) 평가기준 (measures)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중요성 필요한 자료 데이터 시리즈 

  2. 연구 중심 대학원 글로벌  

   경쟁력 

      

    2.1 중간지표       

2.1.1     학문 분야별 대학원 

과정으로의 인적자원 

유출입 변화 

      

2.1.1.1       핵심 국내 진학을 선택한 대학원생 

비중 

E-2; E-4; E-6  

2.1.1.2       핵심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학부생 

비중 

E-2; E-4; E-6; E-1  

    2.2 산출물:       

2.2.1     대학원 인프라       

2.2.1.1     도서관 및 컴퓨터 부가 대학별 예산 및 학생 1 인당 예산 E-23; E-24; E-25; E-26; E-27; E-28  

2.2.1.2     실험실, 특수 장비 및 

현물 보조 

부가 대학별, 학과별 예산 및 학생 

1 인당 

R-1; R-2; R-3; R-4; R-5; R-6; R-7; R-8; 

R-9; R-10; R-11; R-12  

2.2.1.3     일반 시설 부가 대학별, 학과별 예산 및 학생 

1 인당 

 

E-29; E-30; E-31; E-32; E-33; E-34  

2.2.1.4     연구비 프로젝트 자금 

지원 

 

핵심 대학별, 학과별 총 연구비 및 

학생 1 인당 연구비 지원액 

 

R-13; R-14; R-15; R-16; R-17; R-18; R-

19; R-20; R-21; R-22; R-23; 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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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계속  

평가기준 (metrics) 평가지표 (measures)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중요성 필요한 자료 데이터 시리즈 

2.2.2     대학간, 대학내 

경쟁환경 

      

2.2.2.1       부가 전체연구비에서 외국인과의 공동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 건수 및 

액수 (학과단위) 

R-13; R-14; R-15; R-16; R-17; R-18; R-

19; R-20; R-21; R-22; R-23; R-24; R-

25; R-26;  

2.2.2.2a        핵심 외국인 공동저자 논문 수 (학과별) R-31; R-32; R-33  

2.2.2.2b       부가 외국인 공동 저자 논문수 (질 

가중치 반영, 학과별) 

R-31; R-32; R-33; R-34  

2.2.2.3       부가 내국인 공동 연구 과제 (학과별) R-13; R-14; R-15; R-16; R-17; R-18; R-

19; R-20; R-21; R-22; R-23; R-24; R-

25; R-26;  

2.2.2.4a       핵심 내국인 공동 저자 논문수 (학과별) R-31; R-32  

2.2.2.4b       부가 내국인 공동저자 논문수(질 가중치 

반영, 학과별) 

R-31; R-32; R-34  

2.2.2.5a       부가 학과별 경쟁 예산 확보액-BK21 

국고지원 제외(총액, 교수 1 인당, 

학생 1 인당, 대학전체 대비) 

R-2; R-4; R-5; R-8; R-10; R-11; R-14; 

R-16; R-17; R-20; R-22; R-23  

2.2.2.5b       핵심 사업단별 연구비 수주액 (총액, 

교수 1 인당, 대학원생 1 인당, 

대학 전체 연구비에서의 비중 등)  

R-2; R-4; R-5; R-8; R-10; R-11; R-14; 

R-16; R-17; R-20; R-22; 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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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계속  

평가기준 (metrics) 평가지표 (measures)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중요성 필요한 자료 데이터 시리즈 

2.2.3     교수와 대학원생에 

대한 신호효과 

      

2.2.3.1       핵심 국내 대학원 신입생 등록/지원자 경쟁률 

변화 (학과별) 

E-2; E-3; E-4; E-5  

2.2.3.2       핵심 기관간 교수이동-BK21 사업단내외 E-16; E-17; ; E-12; E-13  

2.2.3.3       핵심 학과별 교수 수 변화 E-16; E-17; E-12; E-13  

2.2.3.4       핵심 학과별 교수 수 상대변화-대학 총 교수 수 

대비 

E-16; E-17; E-12; E-13  

2.2.3.5       핵심 BK 사업단/비사업단 대학원생 구성비 변화 E-2; E-4  

2.2.3.6       부가 학과별 연구실적 목록 R-31; R-32  

    2.3 성과물:       

2.3.1     국내 대학원 학과(부) 국제 

명성 

      

2.3.1.1a       논문수 가중(BIN)점수-전공내 R-31; R-32; R-34  

2.3.1.1b       

하나는 핵심 

으로 선정 

논문수 가중(SMOOTH)점수-전공내 R-31; R-32; R-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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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Title    1 

표 6.2----계속 

평가기준 (metrics) 평가지표 (measures)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중요성 필요한 자료 데이터 시리즈 

2.3.1.2a       논문수 가중(BIN)점수-융합 R-31; R-32; R-34  

2.3.1.2b       

하나는 

핵심 

으로 선정 논문수 가중(SMOOTH)점수-융합 R-31; R-32; R-34  

2.3.1.3a       핵심 논문순위 단계별 한국인 저자 논문수 R-31; R-32; R-35  

2.3.1.3b       부가 논문 순위 단계별 한국인 저자 논문 비중 

 

R-31; R-32; R-35  

2.3.1.4a       부가 연구 인력 질-Peer Assessment Survey-

내국인 평가 

R-36  

2.3.1.4b       부가 연구 인력 질-Peer Assessment Survey-

외국인 평가 

R-37  

2.3.1.5       학술 성과 및 교육의 질 E-40; E-39; I-25; R-38; I-24; E-

38; R-36; R-37; E-41  

2.3.1.6       

하나는 

핵심 

으로 선정 

대학원 규모를 조정한 학술성과 및 교육의 

질 

E-40; E-39; I-25; R-38; I-24; E-

38; R-36; R-37; E-18; E-19; E-

41  

2.3.1.7a       부가 외국인 학생수 E-8  

2.3.1.7b       부가 외국인 학생수-질 가중치 반영 E-8; 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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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계속 

평가기준 (metrics) 평가지표 (measures)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중요성 필요한 자료 데이터 시리즈 

2.3.2     대학원 

학과(부)의 국내 

명성 

      

  3.산학협력 증진      

    3.1 중간지표      

3.1.1     산학협력 

공식지표 

      

3.1.1.1       핵심 산업체 연구수주 건수 I-3; I-4  

3.1.1.2       부가 산업체 연구수주 금액 I-5; I-6  

    3.2 산출물:       

3.2.1     산학 연계       

3.2.1.1a       핵심 학과(부)별 특허수 I-14; I-15; I-16; I-17  

3.2.1.1b       부가 산학연계 학과별 특허수 

 

I-3; I-4; I-9; I-10; I-14; I-15; I-16; 

I-17  

3.2.1.2       핵심 학과별 기술료 수입액 I-19; I-20  

3.2.1.3a       부가 산학연계 신제품 개발 건수 I-3; I-4; I-7  

3.2.1.3b       부가 산학연계 신제품 개발 금액 I-3; I-4; 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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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계속 

평가기준 (metrics) 평가지표 (measures)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중요성 필요한 자료 데이터 시리즈 

3.2.1.4       부가 전체 산업생산에서 산학연계 신제품 비중 I-3; I-4; I-8; G-2  

3.2.1.5       핵심 비금전적 산학협력 활동 I-22; I-23  

3.2.1.6       부가 산업체 파트너의 분류 

 

I-21; I-3; I-4; I-5; I-6  

3.2.2     지역 우수대학원       

3.2.2.1       핵심 산업체 과제 수주 건수 I-3; I-4  

3.2.2.2       부가 산업체 과제 수주 금액 I-5; I-6  

3.2.2.3       핵심 대학-기업체 연구소간 거리 I-3; I-4; I-18; E-35  

3.2.2.4-5       핵심 비수도권 기업과 대학간 산학 연구 과제 

건수 및 금액 

I-3; I-4; I-5; I-6; I-18; E-35  

3.2.2.6-7       핵심 수도권 기업-비수도권 대학간 산학 연구 

과제 건수 및 금액 

I-3; I-4; I-5; I-6; I-18; E-35  

3.2.2.8-9       핵심 수도권 기업-비수도권 대학간 산학 연구 

과제 비중 (건수 및 금액) 

I-3; I-4; I-5; I-6; I-18; E-35  

3.2.2.10       핵심 대학/지역간 문화 연계 건수 및 실적 

 

E-36; E-37  

3.2.2.11       핵심 대학/지역간 문화연계의 접근성 

 

E-36; E-37; G-3; E-35  

3.2.2.12       핵심 상위 3(5)개 이외 대학의 석박사 배출 비중 

 

E-21; 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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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계속 

평가기준 (metrics) 평가지표 (measures) 

지표번호 BK21 목표, 중간지표, 

산출물 및 성과물 

중요성 필요한 자료 데이터 시리즈 

    3.3 성과물:       

3.3.1     산업체 연구 

수주 양과 질 

      

3.3.1.1       핵심 산업별 특허 (해외) I-9  

3.3.1.2       핵심 산업별 특허  I-10  

3.3.1.3       부가 산업별 신제품 개발 건수 I-  

3.3.1.4       부가 산업별 신제품 개발 금액 I-8  

3.3.1.5       부가 산업별 신제품 개발 금액 비중 I-8; I-11  

3.3.1.6       핵심 산업체 연구개발 책임자 델파이 조사 R-39  

3.3.2     노동 생산성      

3.3.2.1       핵심 노동 생산성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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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베이스에 입력되는 자료의 형태 

데이터베이스 설계 워크북을 구성하고 있는 각 4 가지의 

작업표는 같은 구조를 지니는데 그림 6.1 은 일반화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작업표의 각각의 열은 각 데이터 시리즈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가장 왼편의 행은 해당 열의 데이터에 

대한 고유문자를 제공 한다(예를 들어, “E-11”, “G-3”, “R-

20”등). 왼쪽에서 두번째 행은 데이터시리즈 이름이다. 나머지 

행에서는 각 데이터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난이도(Difficulty)는 각 필요 데이터를 얻는데 따른 

상대적인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 시리즈의 참조 없이 이러한 난이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워크시트 열의 셀은 여백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는 데이터 수집 우선순위 

결정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여기에 이를 포함하였다.  

 

고유

문자 

데이터 

시리즈 난이도 수집주기 형태 단위 평가지표

자료

출처 비고 

         

         

         

그림 6.1:  데이터 베이스 작업표의 일반적 설계 

수집주기(Time interval)는 시계열에 필요한 관찰 시기의 

간격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평가자는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간의 길이를 선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선택하면 결국 연도별 관찰을 

하게 될 것인데, 서베이와 같이 질적인 데이터는 수집주기를 더 

늘려서 수집해도 될 것이다. 지역별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는 한번 

수집하고 나면 그 이후 기간에는 유지만 해나가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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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데이터시리즈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 출처에 따라 

다른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평가자는 사업 수혜자와 비수혜자 

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수혜자로부터 데이터를 얻는 

것이 더욱 쉽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형태(type)” 행은 

데이터 자체 뿐 아니라 데이터 출처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혜 대학과 학과로 부터의 데이터는 “R”, 비수혜 대학의 

데이터는 글자 “N”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형태 구분자는 이후의 

추가적 데이터 분리(예를 들어, 비응모-비 수혜집단과 응모-

비수혜집단 간, 또는 수혜집단 간)를 설명 하는데도 유용하고, 

우선순위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 데이터는 그 수집의 용이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자는 우선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먼저 

채택한 후, 다른 출처를 통하여 부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측정된 결과의 해석에 영향을 줄 

것이다.  

데이터는 또한 이의 수집 단위에 따라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학과 단위에서의 데이터 수집이 가장 적합 할 수 있다. 

사업의 기본단위가 사업단 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업단과 학과를 

구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BK21 사업이 추구하는 바(예를 

들면 특성화 증진)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많은 경우 학과를 

분석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평가자는 사업단 단위의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 

시리즈의 경우 수집단위는 대학일 수도 있다.  산업체관련 데이터 

는 전체 수준의 집합(aggregated)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는 기존 

정부통계 등(예를 들어, 두자리 수 국제 표준산업분류 코드1에 

따른 산업통계 등)에 존재하는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다.  평가 

자는 또한 대학으로부터 산학협력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__________ 
1 국제표준산업분류코드(ISIC)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United States Statistics Divi-

sion 웹사이트 참조: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t.asp?Cl=17.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t.asp?Cl=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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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행은 각 데이터 시리즈가 투입되는 평가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시리즈는 하나의 평가지표에만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데이터시리즈는 여러 평가지표에 투입될 

수도 있다 2 . 이 목록은 포괄적으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연구개발 인력의 총 규모의 결정은 복수의 데이터 

시리즈를 필요로 하며, 이는 또한 다른 평가지표에 투입요소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표에서 R&D 인력을 결정하는데 쓰이는 

데이터 시리즈는 이후 다른 평가지표들의 투입요소로 표시된다. 

이렇게 자세한 수준에서 작성된 작업표는 평가자에게 각각의 

데이터 시리즈가 평가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평가자는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 필요한 자원배분을 결정하게 된다.  

데이터 출처(source)와 비고(notes) 행은 보다 추가적인 

설명과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출처에 

대한 논의를 통해 데이터 이용가능성과 접근성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이 가능하며, 또한 제시된 데이터에 대해 추가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행인 비고는 주어진 열의 

데이터시리즈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평가자가 이용가능한 데이터 출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기 전에 

이 비고 행에 그러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된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사용가능한 평가지표에 

필요한 데이터의 성격과 종류를 나타낼 뿐이다. 이들 데이터 

로부터의 실제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은 난이도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어떤 데이터는 별다른 처리과정 없이 직접 사용할 수도 

__________ 
2 개별 평가지표를 확인하는데 사용된 확인자는 표 5.2 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각 

지표의 확인자는 각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과 필요데이터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개별 확인자는 

변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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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또 다른 데이터는 필요한 원 자료로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추가적인 처리과정을 거쳐서 바람직한 평가지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평가자는 데이터 수집에 투자할 수 있는 노력과 예산수준이 

정해 지면 다음으로 평가지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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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BK21 사업 및 한국 대학연구 시스템의 발전방향 

이 장에서는 BK21 사업과 한국 대학 연구시스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후원기관이 요청한 

아래의 몇 가지 주제를 포함해 BK21 사업과 고등교육부문 전반의 

나아갈 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 소수 사업단에 대한 예산지원 집중 

• 지원 단위로서의 사업단 

• 사업단의 최소 교수 참여 수 설정 

• 과학적 역량 순위 등을 포함한 사업단 선정방법 

• 전문 대학원, 지역 대학원, 그리고 핵심사업에 대한 견해 

• 한국의 연구 중심대학의 최적의 수와 규모 

• 세계적 연구 중심대학을 위한 최소 요건과 한국대학이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제안 

 제시된 주제 중 많은 부분은 BK21 사업의 현재보다는 미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며 또한 한국대학 

연구시스템 전반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는 

본 연구진이 2 단계 BK21 사업의 평가모형을 연구하면서 얻은 

연구결과와 미국대학의 교육연구시스템에 대한 기존 연구, 

연구진들의 견해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제시된 주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예산과 인적자원을 포함한 R&D 자원배분의 

바람직한 모델에 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한 다음, 이 모델을 



206    제 2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의 성과평가 모형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에 적용하되 한국의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람직한 대학 R&D 자원 배분 시스템  

우수한 대학연구 및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프로젝트와 교수, 대학원생 등 연구인력, 그리고 시설 및 

인프라 등 연구의 수월성을 촉진하는 여러 자원들간의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BK21 을 포함해 한국의 고등교육정책이 

이러한 각각의 자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최적의 정책을 고려하는데 의미있는 준거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은 참여자들의 

수월성 촉진노력을 배가시키고, 반대로 안정적이고 경쟁이 없는 

예산 지원은 이러한 동기를 저하시키게 마련이다. 이 경우에도 

물론 긍정적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안정적 예산지원은 우수한 

연구 인력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수행된 이전의 연구결과는 경쟁을 통한 장점과 

안정적 예산 지원 간의 균형을 맞춘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Goldman 과 Massy, 2001; Goldman 외. 

2000; Brewer, Gates, Goldman 2002). 이러한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 과학적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한 경쟁적 연구 

프로젝트 

• 우수 대학원생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portable) 

장학금(학생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학생의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급) 

• 대학이 장기적으로 연구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금융시장(예: 비과세 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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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자본적 경비 투자비용을 연구 간접비를 통해 상환 

받을 수 있는 시스템 

• 이러한 자본시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수 학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구 인프라 보조금 제도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특징들을 합리적인 연구비 

배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요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등교육 체계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경쟁적인 연구시스템으로 인해 소수의 

대학에 연구비가 집중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또한 한정된 

예산을 여러 학문분야에 골고루 나눠주기 보다는 소수 특성화된 

학문분야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유망한 대학을 지원한다. 지원받는 

대학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시스템은 안정적일 수 있지만, 대학이 

학문적 우수성을 쌓아 우수 연구중심대학의 순위 반열에 

오르는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많은 분석 결과는 미국의 

이러한 시스템적 특징이 전반적인 대학 연구시스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러 국가의 정부 또한 이러한 연구비 배분시스템의 장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연구 성과 및 교육에서 효율성 이외의 다른 공공 

목적의 성취를 위해 다소 변형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순수한 의미의 경쟁적 연구비 배분시스템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특정 대학이나 지역 또는 특정 분야의 연구를 육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적합한 모델의 적용 

여기에서는 현 상황에서 이 모델이 어떻게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앞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이러한 

분석은 한국 전체 대학연구비 배분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이다. 

어떤 부분은 향후 중장기 차원의 BK21 사업에 적용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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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은 전체 대학 연구체제와 연구비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연구 프로젝트 사업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쟁적인 방법을 통한 

연구프로젝트 예산 지원은 연구의 수월성을 촉진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 모델을 

채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연구 커뮤니티의 규모가 작다는데 있다. 

그러한 하나의 예로 한국에서의 동료평가는 평가자의 풀이 

지원자와 상당히 중복되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부족한 국내 

평가패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BK21 은 연구 프로젝트 사업이 아닌데 이는 대부분의 예산이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이 

예산을 연구 커뮤니티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가라는 문제에서는 

연구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와 유사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BK21 사업은 사업단 단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지원 대상 연구커뮤니티의 규모가 작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사업단은 2 단계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지원의 단위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단을 수혜대학의 

학문적 특성화 장치로 이해하는 정책적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사업단은 연구의 질면에서 매우 다양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최적의 지원 단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프로젝트 단위에서 충분한 경쟁이 촉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단 지원시스템은 대학원 연구 및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향후 경쟁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전략으로서 유용한 수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은 BK21 보다는 연구 프로젝트 예산을 

지원하는 타 사업에 적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업단 체제를 BK21 향후 단계 등에서 유지하는 경우에, 학과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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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규모가 더 작은 연구그룹을 지원단위로 하여 대학 내 그리고 

대학 간의 경쟁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연구비 시스템은 예산 

지원상의 경쟁과 안정성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은 

수월성을 촉진시키지만 안정적 예산지원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인 

장기적 연구를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어떤 연구비 배분시스템이 

그 규모와 지원기간 면에서 경쟁과 안정성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각 학문 분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체제라고 할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분야에 따라 최대 

5 년에 걸친 장기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매년 신규 지원의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상자 선정에서도 과학적 성과를 토대로 한 배분시스템을 

권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적의 지원신청자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선정방식이 필요하다. 미국의 연구 

프로그램은 지원자 평가를 위하여 주로 동료평가 패널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패널 구성 시 지원자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연구커뮤니티의 소규모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 

학문분야에서는 패널에 들어갈 평가자 수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지원 신청자의 풀과 상당히 중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선정평가 패널의 구성원으로 해외 

과학자를 활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상당부분은 한국의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재정시스템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이것이 BK21 사업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으로부터 연구프로젝트나 교수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 예산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결정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리에 맞게 

이루어지고,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여러 정부기관의 사업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어떤 기관(사업)은 교수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연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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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초점을 둘 수 있으며, 다른 기관(사업)은 다음에서 논의할 

대학원생 지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 가능 학생 장학금(Portable Student Fellowships, PSF) 

전체 R&D 재정지원시스템에서 연구프로젝트 사업만을 시행 

한다면 여러 문제점이 따를 것이다. Goldman 과 Massy(2001)는 

미국에서 교수 및 대학원생 비용을 연구프로젝트 사업에서 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연구프로젝트와는 

별개로 대학원생에 제공되는 이동가능 장학금을 적극 권장하였다. 

실제로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우수 학부졸업생들이 석사과정이나 

직장을 선택하기 보다는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Graduate Research Fellow, GRF)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장 우수한 학부 졸업생에게 

생활비와 학비를 제공한다. 대상 학생의 선발은 학부성적과 함께 

교양 및 전공과목 시험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각 학문분야 최우수 

학생은 장학금 지원을 받으며, 입학허가를 받은 연구중심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BK21 사업은 대학원생의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에서의 문제점을 이미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동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이동가능 장학금 시스템체제를 도입한다면, 가장 우수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전국수준의 선발과정이 필요하다. 

선발기준으로는 표준화된 시험점수, 학부성적, 교수추천, 학생의 

연구계획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시설 및 인프라 지원 

연구프로젝트나 학생 및 교수 등에 대한 재정지원만으로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드는데  충분하지 않다. 대학은 

또한 우수 연구를 위한 시설과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비 배분 시스템으로는 시설 및 인프라를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이 금융 시장을 통해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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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각급 정부(연방, 주, 지방 

정부)와  이외 연구비 지원 기관은 대학의 연구시설을 위한 자본 

지출에 대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각 연구프로젝트에 이를 위한 

간접비를 인정하고 있다. 즉, 대학은 낮은 이자율이면서 향후 

간접비로 상환할 수 있는 비과세 채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납세자는 이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의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물론 ‘비과세’가 바람직한 

R&D 재정시스템을 설계하는데 필수적 요소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중심대학이 연구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낮은 이자율로 

차용하여 연구 간접비를 통해 상환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연방정부는 간접비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정교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Goldman 외, 2001) 간접비율의 

산출은 대학의 경상적, 자본적 지출 비용에 기반하여 정해지며, 

교육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대학에 대해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도 현재의 

시장구조가 정립되기 전인 1960 년대에는 NSF 를 통하여 대학에 

대한 인프라 보조금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대학 

지원을 위한 금융시장 시스템이 갖추어 지면서 NSF 의 

시설보조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일부 연구 분야에 지원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중단되었다. 한국은 현 상황에서 

세계수준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러한 

시설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BK21 사업과 별도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미국의 예와 같이 대학의 연구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시장의 

형성과 간접비를 통한 지원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 또는 분야의 육성 촉진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을 촉진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지역 

대학에 대한 2 단계 BK21 사업 예산 비중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물론 연구 및 교육성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이외의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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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하여 완전 경쟁구조에 변형을 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스템 내에 경쟁 요소를 적절히 사용한다면(예를 들어, 

특정 지역 소재 대학에 일정 비율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풀 

안에서 경쟁 선정하는 방법)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모든 대학이 같은 기준으로 경쟁을 하나, 

특정 지역 소재 대학에 보다 높은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학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BK21 사업 관리 

연구비를 수혜 받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예산지원의 결정이 

객관적 실적보다는 행정적인 우선순위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지는 

것을 걱정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해당 기관의 평가자들 중 일부를 대학의 연구자 

들 중에서 뽑고, 대학에서 선발된 평가자들은 제한된 임기를 

마치고 대학으로 되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새로운 

평가자들이 충원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사업의 관리가 최신 과학적 지식을 가진 새로운 인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BK21 사업은 이미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학과)의 지배구조의 개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장 메커니즘이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의 여부는 대학(학과)의 지배구조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대학(학과)은 확보된 연구비, 대학원생 장학금, 그리고 인프라 

자금 등을 시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원을 대학내에서 재배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만약 대학의 지배구조가 경직적이어서 대학 

내의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학외부의 환경이 

최적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장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대학의 연구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 또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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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혁을 유도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사실 BK21 사업은 

예산 지원 대상을 학과 수준의 사업단으로 함으로서 부분적으로는 

대학학과의 구조조정과 대응성 향상을 의도하였다. 향후에는 

BK21 등의 사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접적인 대학의 

지배구조 개혁 방식 외에 고등교육 시스템 내부의 경쟁 강화를 

통한 간접적 개혁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시스템의 변화 

현재 한국의 상황은 여기서 제시한 바람직한 모델처럼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이 모델은 향후 BK21 사업의 발전방향과 

다른 정부 연구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에 참고가 될 것이다.  

본 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행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간접비를 통한 외부자금 상환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학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정부는 대학이 활용 가능한 금융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시설보조금 같은 프로그램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portable 장학금' 또한 능력을 가진 

지원자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필요할 것이므로, 

보다 수월한 관리와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은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그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연구분야에 따라 다년도에 걸친 장기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이미 한국의 사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준비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든 

현재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학과나 교수에게 급격한 변화를 주는 

방식을 피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으로의 점진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전환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내부 개혁을 통해 시장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게 자원을 재배분을 하는 대학에 대해 

예산상의 유인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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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스템 개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부처 등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비 지원프로그램들 

간의 정책조정이 중요하다. 

여기서 제시한 바람직한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리더십과 더불어 많은 시간과 부수적으로 

관련되는 정책들간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장원칙에 점진적으로 충실해 

가면서 급진적 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하는 단계적 준비와 

인센티브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중심 대학의 적합한 규모와 수 

BK21 사업은 한국 대학의 연구력 향상을 의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연구중심 

대학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의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즉 

연구중심대학의 성격은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연구중심대학의 

적합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정부가 이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가? 등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의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미국 대학시스템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 때 미국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미국과 한국의 주요 차이점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것이며, 또한 한국 정책 담당자가 이러한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계속적인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동 연구에서 제시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미국 시스템과의 비교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연구중심대학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대학규모가 크고, 박사과정의 교육 비중이 크며, 

그리고 연구 활동을 위한 많은 연구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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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사례와 비교할 만한 몇가지 

논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2005 년 카네기 분류 (Carnegie Founda-

tion 2007a,b)에 따르면 "연구중심대학"은 일 년에 적어도 20 명 

이상의 박사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학으로 되어 있으며. 이 그룹은 

총 연구 활동(R&D 비용) 등에 따라 세 가지의 범주로 나뉘어 진다. 

이럴 경우, 상위 2 개의 범주인 "매우 높은 연구활동" 과 "높은 

연구활동"에 해당하는 연구중심대학은 199 개교이고, 이외 83 개 

대학은 ”낮은 연구활동” 범주의 연구중심대학에 해당한다. 

대학의 전체 규모는 연구활동 수준에 따라 다양한데, 대학에 

등록한 평균 학생 수의 규모를 보면 ‘매우 높은 연구활동’ 

대학의 경우 약 25,000 명, ‘높은 연구활동’ 대학의 경우 

16,000 명, 그리고 ‘낮은 연구활동’대학은  10,000 명 수준이다.  

한국의 현재 인구(49 백만명)는 미국(301 백만명)의 약 16 

퍼센트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경우 

에는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수는 미국과의 

인구비율(16%) 수준보다 낮은 비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첫째는 한국 출생률이 미국의 출생률에 비해 매우 낮아 대학 

학생인구가 시간에 걸쳐 줄어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학의 

폐쇄와 합병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연구중심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 대학원생 수의 감소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 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한 둘째 고려사항은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대학원생과 교수진의 상당한 비율이 

외국인 이라는 점인데, 많은 학문분야에서 박사 취득 학생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학생이 차지하기도 한다. (표 7.1) 

Goldman 과 Massy(2002)는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재학생 

비율이 박사학위수여자 비율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새로운 교수진의 상당부분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은 전 세계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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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재 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인구비율 

보다는 적게 연구중심대학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1 

과학기술 학문분야별 국적별 박사학위 수여자 (2005)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 

임시 

거주자 

임시 거주자 

비율 

공학(Engineering) 2,284 3,754 62% 

자연과학 (Physical Sciences)       1,900   1,550 45% 

지구과학(Geosciences)         442     233 35% 

수학 및 컴퓨터 과학(Math and 

Computer Sciences)       1,014   1,201 54% 

생명과학(Life Sciences)       6,236   2,480 28% 

자료: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urvey of Doctorate Recipients, 2006. 

주:  과학 분야의 경우만 제시하였으며 시민권 소유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자는 제외 

 

종합하면, 위에서 기술된 학령인구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한국이 미국 형태의 연구중심대학 시스템을 추구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인구비례의 절반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연구중심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산출한 결과, 한국은 

미국의 199 개 연구중심대학의 8%에 해당하는 약 16 개의 연구중심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연구중심대학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 측정을 위하여 

동 연구에서는 연구 활동 수준별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연구비에 

대한 2005 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매우 높은 연구 

활동’ 대학의 경우, 대학별 연구비 지출액의 중간 값은 연 약 3 

억 달러에 해당 한다 (표 7.2). 한국의 물가와 임금 수준이 

미국에 비해 적으므로(IMF(2007)는 한국의 일인당 GDP 는 미국의 

36 퍼센트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슷한 수준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적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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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가 미국보다는 낮지만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등은 국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양국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한 

다른 부문에 비교할 때 한국 대학교수의 임금은 미국 교수의 

임금수준과 더 비슷하기는 하나 아직도 절대 수준면에서는 약 

50%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한국 대학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학의 지출 비용의 50%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표 7.2 

연구활동 수준별로 본 연구중심 대학의 연구비 평균 및 중간 값 (2005) 

연구활동 수준  연구 비용(단위: 백만불) 

 조사학교 수 중간값 평균값 

매우 높음 92 308 358 

높음 37 91 99 

낮음 83 18 30 

출처:  NSF (2006).   

한편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대학에 대한 연구비의 

집중도를 조사해 보면, 미국의 총 2,577 개의 4 년제 대학 중 

144(5.6%)개의 대학이 모든 연구비의 90%를 차지하며 194 개 

(7.5%)의 대학이 95%의 총 연구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연구비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목적과 운영 조건은 미국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교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하며 제시된 포괄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은 국내 조건과 

목적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국시스템과의 비교는 한국 정책담당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중심대학의 수, 가장 큰 연구중심대학의 적정 규모, 기타 

대규모 연구중심대학의 평균 규모, 상위 10 개 대학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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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중도 등에 대한 개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표 7.3 

한국의 연구비 지출 기준 상위 대학 (2005) 

순위  대학 원(십억) 달러(백만) 

 1  서울대학교 246.5 266.2 

 2  연세대학교 123.0 132.8 

 3  KAIST 108.3 116.9 

 4  한양대학교 100.0 108.0 

 5  성균관대학교 86.8 93.7 

 6  고려대학교 86.7 93.6 

 7  전남대학교 81.4 87.9 

 8  포항공과대학교 77.2 83.4 

 9  경북대학교 59.0 63.7 

10  인하대학교 57.5 62.1 

 총 상위 10 개 대학 1,026.3 1,108.4 

 총 대학 2,375.4 2,565.4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6d) 

주: 한국 4 년제 대학 2005 년 현재 216 개교 

한 예로 연구비의 분포와 집중도는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모델의 분석이 

시사하는 것은 한국에서 보다 경쟁적인 연구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면 연구비의 집중도가 증가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집중은 

종종 연구 질의 향상을 유도하는 경쟁의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국 정책담당자는 연구비의 집중이 형평성을 

중시하는 다른 정책 목적과 절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형평성과 같은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면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상충효과를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BK21 사업 및 한국 대학연구 시스템의 발전방향    219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 도구들의 적용 

R&D 재정지원시스템 상의 정책변화를 추진하기까지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며 그 성과가 궁극적으로 실현되기 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전반적인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정책담당자와 사업관리자는 5 장에서 제시된 평가기준과 

평가도구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장과 6 장은 

평가 도구의 선택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러한 평가도구는 BK21 

사업성과의 측정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중심대학 시스템의 

평가를 위해 구체적으로 고안된 것이지만, 한국 고등교육의 보다 

넓은 이슈를 평가하는 데에도 또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중심대학(대학 내 학과)의 규모와 수에 대한 최적의 

정책적 모범답안은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 환경이 생산할 

수 있는 성과에 달려 있다. 만약 소수의 대규모 대학이 연구 

성과의 양과 우수성을 증진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면, 소수의 

대규모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또 만약 다수의 

소규모 대학이 성과 증진을 위해 요구된다면, 많은 수의 

소규모대학이 최적의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인 모범 

답안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한국의 대학과 경제 및 국제 

환경을 둘러 싼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 될 것이다.  

BK21 사업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연구와 교육 시스템의 

수월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강한 추진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BK21 사업의 기획자는  동 사업이 대학간 또는 학과간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당분야에서 더욱 우수한 대학원생 및 

연구 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변화의 신호를 추적하기 위해 제시 

된 본 연구의 지표들은 한국 학술연구의 제도적 구조를 구체적 

으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20    제 2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의 성과평가 모형과 정책적 시사점 

이 보고서의 5 장은 대학 간 및 대학 내 학과 간 경쟁적 

환경(2.2.2, 표 5.2)과 교수와 대학원생 관련 지표의 변화 정도 

(2.2.3, 표 5.2)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의 추세를 분석해 보면 서로 다른 대학의 유사한 학과가 

질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가늠해 보는데 부분적으로 유용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게재 논문의 특성화를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의 

모습(2.2.3.6)을 활용하여 연구특성화 측면에서 학과들이 얼마 

만큼 차별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만약 학과들이 

특성화 측면에서 서로 분리되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 위의 지표는 

그러한 차별화가 의도된 특성화에 기인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특성화는 여러 다른 

학과들이 모두 질적 수준이 높으면서 서로 차별화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도 있다. 만약 질적 지표와 다른 지표들이 여러 다른 

학과그룹들에 대해 모두 만족스럽게 나타날  경우, 이러한 

학과들을 강제로 통합하거나 학과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질적 

수준의 전반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학과들이 매우 유사한 특성화 패턴을 보이면서 연구의 질적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최우수 학과 

육성을 위해 비슷한 연구그룹 또는 학과의 통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집단간에 특성화가 거의 이루어 

져 있지 않으므로, 자원을 각 연구 분야의 최고 연구집단에게 

배분하게 되더라도 혹시 중요한 세부분야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 

하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 효과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학과들은 여러 성과지표면에서 각각 다른 발전속도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평가기획자는 학과간의 상대적, 

절대적 비교와 아울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정도를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즉,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면에서 여전히 높은 성과를 보이는 학과들은(예를 들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과 등) 

지속적인 지원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학협력(3.1.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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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표들은 연구의 질 향상 이외의 영역에서 발전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정책결정자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가치를 두는지에 따라, 이러한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대학의 연구교육 재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며 정책의 선택은 대학의 연구개발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학연구의 우수성은 연구프로젝트와 교수, 

대학원생 등 연구자, 시설 등 연구 인프라 등과 같은 요소의 질과 

이용가능성에 달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구중심 대학 

모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러한 요소 중에 한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서의 분석은 향후 BK21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연구  시스템 전반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우선 연구비의 배분에 있어 성과를 토대로 한 경쟁을 보다 

더 강화하고 이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BK21 사업에서의 사업단시스템은 프로젝트와 

개인 수준에서의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사업단이 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학과간의 

경쟁을 통해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단 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중장기적 입장에서 대학 간 및 대학 내 경쟁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지원단위 규모를 소규모화하거나 연구프로젝트를 

지원단위로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연구비의 규모나 지원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비의 배분방법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쟁이 비록 학문의 수월성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연구자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222    제 2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의 성과평가 모형과 정책적 시사점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경쟁을 통해 선정된 최우수 연구자 

에게 예산을 최고 5 년 기간 동안 지원받도록 하는 것은 경쟁과 

안정성간의 균형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우수 학생의 대학원 진학 촉진을 위한 'portable 

장학금'(portable fellowships)제도는 대학원의 경쟁과 수월성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의 물적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 대학들이 시설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차입금은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프로젝트의 간접비용으로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 금융시장이 정착될 때 까지 

한국은 대학의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쟁원칙에 입각한 연구 

시설인프라기금(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grant)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시스템은 한국 대학들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발전하는데 참고가 될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규모가 큰 한국의 일부 대학들은 미국의 연구중심대학들과 비슷한 

규모의 연구비 지출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필요성이 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규모나 

인구구조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가 미국 

의 상위 연구중심대학과 비교할 만한 대략 16 개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다 경쟁적인 연구 

프로젝트 지원, 대학원생이 우수 대학(교수)을 선택할 수 있는 

'portable 장학금' 그리고 대학에 대한 우수 연구 인프라 재원의 

가용성 제고 등과 같은 요소를 최적으로 결합할 경우 한국의 

연구중심 대학체제는 더욱 촉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행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학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충격과 혼란 

을 피하면서 대학 스스로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과도기적 

장치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223 

제 8 장 

결 론 

제 1 단계 BK21 사업이 진행된 기간 동안 한국의 고등교육과 

연구역량은 질과 생산성면에서 많은 향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1 단계 BK21 사업에 대한 기존의 여러 평가에서는 BK21 사업이 

한국 고등교육 역량강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순효과(net effects)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2 단계 BK21 사업이 한국 고등교육 발전에 미친 순효과를 

측정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우선 BK21 사업의 목표(goals)와 

임무(missions)의 논리 모델(Logic Model)을 제시 하여 사업의 

투입요소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 하고자 하였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 (quan-

titative method)을 검토하였으며, 사업 평가에 필요한 평가 

기준과 그것의 평가지표(metrics and measures)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와 

정책 제안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 단계 BK21 사업 평가체제의 기본방향 

2 단계 BK21 사업 평가시스템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본 연구 

에서는 3 가지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였다. 첫째, 평가시스템은 동 

사업이 그 목적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으며 사업의 순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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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사업의 목표 달성과 그것에 이르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이러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한국 전체의 R&D, HRD,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일반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업의 수혜집단과 비수혜 집단을 비교할 수 

있는 DB 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논리모형에 의한 2 단계 BK21 사업의 목표와 특징 

2 단계 BK21 사업은 우수한 연구 인력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원)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학과 수준의 사업단을 지원단위로 하고 있지만 추구하는 바는 

학과단위를 넘어 한국의 전반적 고등교육 수준과 R&D 인력의 수준 

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BK21 사업은 동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설정, 교수 등 연구자의 효율적 연구 

수행, 그리고 대학행정 등 대학구성원의 긍정적 행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BK21 사업이 지향하는 바는 매우 광범위 하지만 투자 대상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R&D 역량 향상을 위한 여러 

측면 중에서, 동 사업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 보다는 

인적자원 특히,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에 집중 

하고 있다. 물적 인프라의 향상은 향후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BK21 사업은 그 이면에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요소인 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 대학의 

R&D 역량의 향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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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모형과 필요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BK21 사업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수가능한 통계자료에 대한 기본 특성을 분석한 후 여러가지 

대안적 계량모형들을 하나씩 검토한 다음, 2 단계사업의 순수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계량모형으로 

이중차감모형 또는 고정효과모형을 제시하였다.  

동 모델 또한 일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단계 

BK21 사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추정치를 통해 이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이 모델이 어떻게 2 단계 사업 

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 분야별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별로(lags in treatment impacts), 그리고 비선형 효과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아울러, 이 모델을 통해 BK21 사업이 과학기술 

분야 논문 수 향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논문 수 뿐만 

아니라 특허, 산학협력, 연구의 질 향상(우수학술지 게재 논문 수 

등 연구의 질적 지표) 등 계량화 할 수 있는 많은 성과지표들의 

순효과를 측정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 단계 사업의 순효과 평가를 위한 계량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1 단계 사업 전부터 2 단계 사업기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의 사업비 수혜 대학 및 학과의 데이터 뿐만아니라 

사업에 응모하였으나 탈락한 대학(학과)의 데이터 및 동 사업에 

응모 자체를 하지 않은 대학(학과)의 데이터 또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현재 한국에 축적되어 있는 기존 데이터 

베이스의 범위를 넘어 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동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대학(학과)의 자료 수집에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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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효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과 지표 

본 연구에서는 사업 효과를 양적 및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평가 모델은 중요도가 다른 

여러 지표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다시 

말해서, 평가자가 어느 평가지표가 가장 중요한지를 지정할 수 

있고 또 중요도 및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 정도에 따라 평가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아울러, 동 모델은 비 

수혜대학(학과)의 데이터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주어진 변수의 순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사례연구 등 다른 방법들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 평가자는 다양한 평가지표들에 대해 BK21 사업의 

순효과를 측정해 보는 작업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박사과정 학생들이 논문 주제로 삼아 

연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BK21 사업의 평가자들이 사업의 

순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효과적 정보수집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틀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들은 BK21 사업 

전체의 진행상황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의 교육 및 연구시스템의 

건전성과 발전 상황을 평가 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들은 정책담당자들이 동 사업을 통한 학과 

수준의 양적, 질적 성과 및 특성화 정도,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중심대학 체제의 전체적인 변화를 조망해 

보는데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BK21 사업은 궁극적으로 한국 대학의 연구와 교육 시스템의 

수월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추진동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BK21 

사업의 기획자들에 따르면, 동 사업은 대학간 또는 학과간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당분야에서 더욱 우수한 

대학원생 및 연구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변화의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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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기 위해 제시된 본 연구의 지표들은 한국 학술연구의 

제도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의 제 5 장은 대학 간 및 대학 내 학과 

간 경쟁적 환경(2.2.2, 표 5.2)과 교수와 대학원생에 대한 

신호효과(2.2.3, 표 5.2)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지표들의 추세를 분석해 보면 서로 다른 대학의 유사한 

학과가 질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집단인지를 가늠해 보는데 

부분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게재된 논문의 특성화를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의 

모습(2.2.3.6)을 활용하여 연구특성화 측면에서 학과들이 

얼마만큼 차별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만약 학과들이 

특성화측면에서 서로 차별화되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 위의 

지표는 그러한 현상이 의도된 특성화에 기인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성화는 여러 다른 학과들이 

모두 질적 수준이 높으면서 서로 차별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질적 지표 등이 여러 다른 학과들에서 모두 

만족스럽게 나타날  경우, 이러한 학과들을 강제로 통합하거나 

학과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질적 수준의 전반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학과들이 매우 유사한 

특성화 패턴을 보이면서 연구의 질적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최우수 학과 육성을 위해 비슷한 연구 

분야 그룹 또는 학과의 통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집단간에 특성화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자원을 각 연구 분야의 최고 연구 집단에게 배분하게 

되더라도 혹시 중요한 세부분야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 효과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학과들은 여러 성과지표면에서 각각 다른 발전속도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평가기획자는 학과간의 상대적, 

절대적 비교와 아울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정도를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즉,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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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여전히 높은 성과를 보이는 학과들은(예를 들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학과 

등) 지속적인 지원을 결정할 수도 있다. 산학협력(3.1.1)과 같은 

지표들은 연구의 질 향상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발전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정책결정자들이 어느 정도로 이 부분에 

가치를 두는지에 따라, 이러한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BK21 사업성과 평가시스템은 고등교육 

관련 여러 다른 평가영역의 지표들을 보완함으로써 한국 대학의 

교육, 연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전반의 핵심적 평가시스템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효과의 질적 평가 

연구의 질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의 질은 BK21 사업의 투자 효과로 

평가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의 

질을 적합하게 평가 및 측정하는 것은 그 중요성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중립적인 동료평가(peer review)는 질적인 연구의 가장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논문에서 인용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식확산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구논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해 논문이 얼마나 인용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성이 있다.  

저널의 영향력에 따라 논문에 가중치를 두는 IF(Impact fac-

tor)는 기본적으로 해당저널에 실린 논문의 평균인용 수를 

나타내므로 각 논문의 실제 인용 수를 직접 측정하는 것 보다는 

훨씬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K21 사업 평가에 있어서 

IF 는 해당 논문이 얼마나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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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실제 

논문 인용 수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이지만 실제 

인용의 수는 수년이 지난 후에야 측정할 수 있는 반면, 저널 

IF 를 통한 간접측정 방법은 평가 첫 년도에 측정이 가능하므로 

평가의 기본 지표로 활용하는데 용이하다. 

논문에 가중치를 두고 이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개개의 분야 내에서 그리고 분야 간에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 안에서 또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기초로 논문에 가중치를 두는 bin 접근법과 smooth 접근법의 

2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질적 평가에 대해서는 5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완벽한 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논문 인용수의 

가중치를 측정하는 것 이외의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분야별 연구의 질에 대한 국내 및 해외 동료연구자의 

평가방법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양적 측정방법의 한계를 

상당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 교육 인력의 질 

BK21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적자원의 규모와 질에 대한 

효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적자원의 양적 질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그 

변화 정도를 관찰하는 것은 유용하리라 본다. 아울러, 5 장에서 

제시한 우수 인적자원 관련 여러 성과기준과 평가지표들은 

중장기적 차원의 성과를 조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평가지표를 선택하는가의 여부는 상당부분 데이터 

수집에 대해 얼마만한 부담을 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평가지표의 예로 고용주 조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동 사업이 한국 R&D 인력의 규모, 질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견해를 제시해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사를 반복 

시행하여 인적자원 관련 사업효과를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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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평가지표는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지만, 그 만큼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들은 국내대학 박사 및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대학 박사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Logitudinal survey)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BK21 사업을 평가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단위 사업평가를 넘어서 국가 전체 차원의 폭넓은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력의 수요자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는 고용주 조사와는 달리,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추적조사는 인적자원의 공급 측면에서 개개인의 직업경로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장기 추적조사의 예 중의 

하나로 2 년마다 미국 과학재단(NSF)이 미국에서 취득한 과학, 

공학, 의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인 

SDR(Survey of Doctorate Recipients)을 들 수 있다. SDR 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76 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며, 동 조사에는 

교육 이력, 고용 상태, 가족과 시민권 여부, 그리고 직업 관련 

훈련과 같은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National Science Founda-

tion, 2006). 이러한 추적조사는 BK21 사업 평가자가 가지고 있는 

주요 관심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국적 수요에 적합하게 고안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BK21 졸업자들의 경력이외의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해 고용주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인터뷰를 

포함하는 추적조사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고용주 인터뷰는 

장기 추적조사보다는 자주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의 초기단계와 

마지막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택과 집중 전략과 경쟁 규칙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위해 

요구되는 대규모의 예산과 BK21 사업에서 제공되는 한정된 예산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인다. Brewer, Gates, Goldman 



결 론    231 

(2002)은 연구중심대학의 명성을 얻고자 노력하는 대학들은 

이러한 집중 전략을 선택하는 반면 이미 명성을 획득한 대학들은 

자원을 보다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일부 대학의 경우 미국의 연구중심대학과 견줄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연구비 

집중정도는 미국대학에 비해 낮은 편이다. 즉, 한국의 연구비 

상위 10 개 대학들은 대학사용 총 연구비의 단지 43%를 차지 

(2005 년)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대학 연구비는 상위 대학에게 

보다 더 집중되고 있다. 즉, 총 2577 개 4 년제 대학의 4.6%에 

해당하는 대학이 85%의 연구비를 사용하고 있다(2005 년). 

미국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서도 보다 더 경쟁적인 

연구비 배분시스템을 갖출 경우 연구비의 집중현상이 심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연구비의 집중은 경쟁 정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치열한 경쟁은 다시 연구의 질을 높이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이와 같은 연구비의 "선택과 

집중 전략"과 "보다 균등한 배분전략" 사이에서 선택적인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균등한 배분전략을 채택 

함으로써  연구 질면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상충 

효과(trade off)를 인정해야 할지 모른다. 

한국 과학기술 분야 연구 및 교육 시스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향 

대학의 우수한 연구와 교육체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구 

프로젝트, 교수, 대학원생 등 연구인력, 시설 및 인프라 등 

연구수월성을 촉진하는 여러 자원들간의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 

미국의 선례와 한국 대학의 연구 현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서 강화시켜야 할 필요 

요소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은 BK21 사업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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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대학 전체에 대한 연구비 배분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비 배분의 경쟁성과 안정성과의 조화 

우선 연구비의 배분에 있어 성과를 토대로 한 경쟁을 보다 

더 강화하고 이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BK21 사업에서의 사업단시스템은 프로젝트와 

개인 수준에서의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사업단이 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학과간의 

경쟁을 통해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단 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중장기적 입장에서 대학간 및 대학내 경쟁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지원단위 규모를 소규모화하거나 연구프로젝트를 

지원단위로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연구비의 규모나 지원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비의 

배분방법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쟁이 비록 학문의 우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연구자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분야에서는 연구비 지원기간을 최대 5 년으로 하고 이후에 

다시 경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연구프로젝트가 매년 생겨서 전년 

도에 연구비를 받지 못한 교수에게도 그 다음 연도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Portable 학생 장학금 

Goldman 과 Massy (2001 년)는 프로젝트 연구비만을 가지고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밝히면서 연구프로젝트와는 별도로 대학원생에게 

‘portable 장학금’이 제공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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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재단은 가장 유능한 학부생들이 석사과정이나 

취업을 선택하기보다는 박사과정으로의 진학을 선택하도록 촉진 

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대학원 연구 장학금(Graduate Research 

Fellowship)을 지원하고 있다. 이 대학원 연구 장학금은 학생들 

에게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을 제공하는데, 대상 학생의 선발은 

학부성적, 전공시험 등을 토대로 한다. 선발된 각 분야의 최우수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BK21 은 이미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 예산의 대부 

분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학생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학과의 우수성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다시말해,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이 지원되고 장학금을 이미 받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체제가 아닌 것이다. 한국정부가 'port-

able 장학금'을 도입할 경우에, 우선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기 위한 선발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장학금 대상자의 선발기준으로는 전공시험, 학부성적, 교수추천, 

연구계획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 Funding 

미국의 대학은 금융 시장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는 등 대규모 

자본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각급 정부(연방, 주, 지역) 등은 대학이 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에 대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연구프로젝트에서 간접비(over head cost)를 인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간접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정교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데(Goldman 외, 2001 년). 여기에는 연구 

시설과 관리 등을 위한 경상비, 자본적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instruction)관련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대학에 대해 이러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도 현재의 시장구조가 정립되기 전인 1960 년대에는 NSF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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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대학에 대한 인프라보조금(infrastructure grant)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대학 지원을 위한 금융시장 

시스템이 갖추어 지면서 NSF 의 인프라기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일부 연구 분야에 지원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중단되었다. 한국은 현 상황에서 세계수준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러한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미국의 예와 같이 대학의 연구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시장의 형성과 간접비를 통한 지원방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학과)의 지배구조 개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장 메커니즘이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의 여부는 대학(학과)의 지배구조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대학(학과)은 확보된 연구비, 대학원생 장학금, 그리고 인프라 

자금 등을 시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학내에서 자원을 재배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만약 대학의 지배구조가 경직적이어서 대학 

내의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학 외부의 환경이 

최적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장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대학의 연구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 또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을 

유도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사실 BK21 사업은 예산 지원 대상을 

학과 수준의 사업단으로 함으로서 부분적으로는 대학학과의 

구조조정과 시장 대응성 향상을 의도하였다. 향후에는 BK21 사업 

등의 사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접적인 대학의 지배구조 

개혁방식 외에 대학간, 대학내 학과간 경쟁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개혁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 제안의 선행 요건 

본 연구에서의 정책 제안들이 실행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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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를 통한 외부자금 상환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학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융수단과 시장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정부는 대학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금융수단이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인프라 보조금 등의 프로그램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portable 장학금' 또한 

능력을 가진 지원자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필요할 것이므로 보다  수월한 관리와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우선은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그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 년도에 걸친 장기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이미 한국의 사업들에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현재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학과나 교수에게 급격한 변화를 주는 

방식을 피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으로의 점진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내부 개혁을 통해 시장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게 

자원의 재배분을 하는 대학을 적극 지원하고 재정적인 유인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의 연구 

시스템의 개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BK21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정부사업들간의 정책조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러한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리더십과 더불어, 많은 시간과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안된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장원칙에 점진적으로 충실해 가면서 급진적 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하는 단계적 준비와 인센티브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 평가와 관리 능력의 증대 

BK21 사업의 기본방향 등 핵심요소 등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결정되며, 사업관리에 대해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K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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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의 BNC(BK21-NURI 사업관리위원회)에 위탁되어 있다. 따라서, 

2 단계 BK21 사업의 관리를 위해 신설된 BNC 가 사업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대학, 산업계, 연구소, 정부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BK21 사업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상근 전문위원을 

배치하고 새로운 평가방법의 개발, 사업성과 분석 등 동 사업의 

관리평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동 사업의 평가관리기관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사업 

평가모델과 정책적 제안의 적용을 위해 관련 데이터의 축적과 DB 

구축 등의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에는 사업수혜기관과 비수혜기관에 대한 자료,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자료,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시계열 자료 등 

양적 및 질적 분석을 위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사업관리 기관이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사업의 순수 효과를 평가하는 등 사업의 책무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본다. 이러한 DB 는 또한 향후 수혜자 선발과정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고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 나가는 판단의 

준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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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제 1단계 BK21 사업 성과평가에 사용된 지표 

평가 분야 평가 지표 

사업단의 총 BK21 예산 

예산대비 SCI 논문수 

교수 1 인당 SCI 논문수 

교수 SCI 논문 IF 합계 

교수 1 인당 IF1) 

논문 편당 IF 

대학생원생 SCI 논문수 

대학원생 SCI 논문 IF 

벤치 마크 대학과의 비교: 교수수, SCI 논문수, IF 합계 2) 

국내 국제 특허 수 

R&D  

교수 1 인당 특허 수 

BK21 참여 교수 수, 대학원생 수, 박사후 과정생 수, 계약 교수 수 

사업단 소속 학과 석박사 입학생 수 

장학금 수혜 대학원생 수 

BK21 지원 박사학위 취득자 수 

BK21 지원 석사학위 취득자 수 

인적자원개발 

BK21 지원 졸업생의 진로(국내 PhD 과정 , 해외 PhD 과정, 박사후 

과정, 교수, 연구 기관, 산업체 등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 수 산학 협력 

산업체로부터의 연구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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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프로젝트 수 

산업체에 제공한 기술자문 사례 

상용화 사례 

대학에서 지원한 창업 기업 수  

상기 산학협력활동 참여 교수 수 

BK21 참여 교수 1 인당 강의 시간 

BK21 사업단 지원을 위한 연구 인프라 투자 

BK21 사업단 지원을 위한 교육 인프라 투자 

연구 교육 

인프라 

학생-교수 비율 

학부 과정 입학제도 개선 

학부 과정 학생 정원 감축 

학부 과정 학사조직 구조개혁   

타 대학 입학생 비율 

교수 업적평가 시스템 개선 

제도 개혁 

연구비 중앙관리시스템 개선  

장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 참여 석박사 과정생 수 

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 참여 석박사 과정생, 박사 후 과정생, 

계약 교수 수 

해외 연수 수 

해외 석학 초청 건 수 

외국인 박사후 과정생 수 

국제 교류 

해외 대학과의 공동 논문 수 

기타 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 환경 만족도 

비고:  1) Imapcat Factor: 해당 저널에 실린 논문의 인용 수/해당저널의 총 논문 수. 

최초 논문 게재 년도 부터 2~3 년 동안의 인용수를 나타냄 2) BK21 수혜 대학은 벤치 

마킹 대학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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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사업 참여자, 정책 담당자, 고등교육 수요자 대상 
인터뷰 가이드 

각 조사 참여자를 위한 지침이 첫째 섹션에 기술되어 있으며, 

구체적 질문사항은 두번째 섹션에 기술되어 있다.  

조사 지침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업관리 위원회  

1. 더 많은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정책의 의도는 무엇  

   인가? 

a. 소수의 국내 대학을 세계 수준 또는 지역(아태)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인가?  

• 1 단계 사업은 국내 최고 수준대학인 서울대학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2 단계 BK21 사업은 복수의 한국 대학을 국제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고자 함인가? 

b. 한국의 대학원 체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가? 

• 연구 활동 수준 

• 연구의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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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c.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창출함으로서 전 세계의 우수  

    인력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함인가? 

• 외국인 학생 및 박사 후 과정생은 BK21 의 주요 

수혜자가 되도록 사업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 세계 우수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 언어 장벽 

• 진로 기회 

• 생활 환경 

d. 지역대학 사업은 지방대학에게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가? 

• 2 단계 사업 예산의 25%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배분되었다. 

2. 동 사업에서 HRD(인적자원개발) 목표와 임무의 의도 

a.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통해 우수 인력을 

더 많이 배출해 내기 위함인가? 

b. 더 나은 연구 환경과 교육을 통해 한국의 노동인력 질을 

전체적으로 향상하기 위함인가? 

• 향상된 기술과 생산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인력의 밸류체인 (value-chaine)을 끌어 올리기 

위함인가? 

c. 한국 내 보다 많은 박사와 석사를 창출함으로서 지방의  

  연구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인가? 

• 이 목적을 위해서, 우수 인력의 국외 유출보다는 한국 

내 체류를 원하는가? 

d. 과학 기술 인력의 수요 공급간의 불균형 완화를 위함인가? 

  국내 석사 및 박사의 국내 산업체에서의 향상된 직무  

  수행을 위함인가? (70%의 BK21 수혜자는 졸업후 산업체로  

  진출) 

e. 산학 협력을 통해 산업 R&D 에 기여하기 위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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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와 “1단계 비수혜 - 2 단계 수혜” 대학 

1. 사업효과의 역학관계 

a. 대학원생, 신진 연구인력 및 교수의 동기 변화 

• 상위 학위 획득의 비용 절감 

• 대학원에서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안정적 소득 

보장 

•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보다 여유 있는 확보 

b. 개인, 학과, 대학의 행태 및 의사 결정 상의 변화 

• 학부생의 대학원 선택 (신호 효과) 

• 대학원생의 질 

• 연구  

• 교육(teaching) 

• 연구 인프라 

• 산업과의 연계 

• 국제 협력(해외 공저, 국제 교류(global networking) 

활동 등) 

• 연구비 배분 분포상의 변화 

• 대학 간 

• 대학 내 학과 간 

• 학과 내 교수 간 

• 교수와 학생 간 

• 대학의 학사구조, 지배구조 및 전략의 변화 

• 교수의 유인체계의 변화: 우수한 교수에게 보다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는가? 

c. 결과상의 변화 

• 박사, 석사 취득자 수 

• 양 

• 질 

• 적성/적합성 

• 연구 생산성 

• 산학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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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적 환경 

d. 이러한 변화 요인이 BK21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에 차이가  

  있는가? 

e. 비수혜자가 직면한 장벽이 있는가? 

• 교수와 학생의 동기 

• 연구 성과 

• 교수와 학생 모집 

• 연구비 확보 

• 산업과의 연계 

• 국제 교류 

f. 1 단계 비수혜자가 2 단계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추가적 노력을 기울였는가? 

g. 동 사업은 보완적인가 아니면 대체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 BK21 사업비 vs 대학으로의 기타 자금 

•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 

• 연구와 교육 

h. 1 단계 사업 효과를 통해 2 단계 사업 효과를 전망할 수  

  있는가? 

i. 그렇지 않다면, 2 단계 사업 효과가 얼마나 다를 것으로  

   예상하는가? 

j. 2 단계 사업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가? 

• 2 단계 사업의 기대효과 

• 2 단계 사업의 의도/비의도 부산물 

k. BK21 평가 시스템에 대한 제안 

l. BK21 사업 관리에 대한 제안 

산업체 

a. 기업의 입장에서, 1 단계 BK21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 대학의 연구능력 

• 산학 협력 

•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박사와 석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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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많은 박사와 석사 (박사 석사 채용 비용 절감) 

• 향상된 수준의 박사 석사 

• 산업 연구에 기여 

• 양 

• 질 

b. 2 단계 BK21 사업이 끝날 2012 년에 위의 항목에 대한 

답이 바뀔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바뀔 

것이며 왜 바뀔것으로 예상하는가?  

c. 대학에 연구비 또는 산학협력을 할 경우 선별 기준은 

무엇인가? 

• 대학에 대한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BK21 사업단 

선정시에 사용된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는가? 

•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기준이 사용되었으며 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는가? 

d. 산학협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무엇인가? 

•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인재 채용 

• 기업 이미지 개선 

• 과학기술 인력의 수요 공급간의 불균형 개선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인재 배출을 위한 대학 지원) 

• 기업의 자체 연구력 보완 

• 기업의 장기 이익을 위한 대학 응용 연구 활동 강화 

e. 1 단계 BK21 수혜 대학에게 대응자금을 제공함으로서 

얻는 실제 이익 평가  

• 만약 실제 이익과 기대 이익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f. 대학 R&D 예산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자금 비중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기업내 자체 R&D 역량  

  강화가 대학 연구의 유용성을 감퇴시키는가? 이 트렌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g. 산업체의 시각에서 BK21 의 목적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 BK21 의 목적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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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BK21 평가 시스템에 대한 제안 

I BK21 사업 관리 대한 제안 

구체적 질문 사항 

BNC 위원 및 사업관리 담당자 

1. BK21 사업의 목표 및 기대 효과: 교육부 문서 및 BK21  

  사업계획에 기술된 사항과는 별개로 사업 기대효과 및  

  목표에 대한 위원회 참여 교수들의 의견 

2. 대학에 미친 1 단계 BK21 사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  

  학술 연구에 대한 효과, 연구자의 동기체계상의 변화,  

  대학간, 대학내 학과간, 학과내 교수간, 교수와 학생간  

  연구비 분포상의 변화, 학생의 연구능력 향상, 학생의  

  대학원 지원 패턴 변화 등 

3. BK21 사업이 직면한 성과평가 및 관리제도상의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의견 

서울 대학교(SNU) 

1. 서울대학교의 입장에서 본 BK21 사업의 긍정 및 부정 효과 

2. 동 사업이 서울대학교의 R&D 역량에 미친 효과 (사업 전  

  후의 변화): 연구의 질 및 양, 연구수행 방법, 교수 및  

  학생의 동기, 연구비의 분포 (학과 간, 학과 내 교수간,  

  교수와 학생 간) 등 

3. 동 사업이 서울대학의 우수 인재 배출에 미친 효과:  

  사업효과로 여겨지는 대학원생의 적성 변화가 있는가? 등 

4. 동 사업의 서울대학 연구비에 대한 기여: 예를 들어, BK21  

  사업으로 다른 외부 연구 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는가? 아니면 동 사업으로 다른 외부 연구비가  

   감소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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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K21 사업으로 인한 기타 다른 변화 

1 단계 비수혜-2 단계 수혜 대학 

1. 1 단계 BK21 사업에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장점과  

  단점 

2. 1 단계 BK21 사업 참여 대학과의 연구 실적의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2 단계 BK21 사업 참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3. 동 사업이 학생들의 대학 선택에 영향을 주는 대학  

   평판에 영향을 미쳤는가? 

4. 2 단계 BK21 사업 참여를 위해 추진한 정책 변화 유형과  

   실제 변화 

5. 2 단계 BK21 사업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변화 

산업체 

1. 기업의 관점에서 본 1 단계 BK21 사업 효과: 대학 연구  

  능력, 산학 협력,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을 지닌  

  대학원생의 교육에 BK21 이 가져온 변화가 있는가? 

2. 1 번 사항의 변화가 2 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2 년 시점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3. 기업이 외부기관에 지원한 연구비 중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의 원인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기업내 R&D 역량 강화가 대학 R&D 의 상대적인 유용성을  

  감소시키는가? 

4. 기업의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의 주 목적이 인재  

  채용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에 있으며, 연구결과  

  자체로부터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1 단계 사업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인식상의  

  변화가 있는가? 

5. 위의 4 번에서 논의한 변화가 2 단계 BK21 이 끝나는  

   2012 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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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응자금을 제공한 사업단의 선정 기준과 연구 성과물에  

   대한 기대 

7.  연구 성과의 평가 

8.  기업 관점에서 본 2 단계 BK21 사업의 기대 수익 

9.  2 단계 BK21 사업의 목표 설정과 사업의 기본구조에 대한  

   견해 

10. 향후 BK21 성과 평가 방법에 대한 제안 

11. 신규 채용 시 BK21 지원을 받은 대학원 졸업생을  

    우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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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제 2 단계 BK21 사업 응용과학 분야 사업단 선정 
평가 항목 

평가영역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5%)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우수성 

참여학과의 대학원생 취업률 (2004.8 월, 
2005,2 월 졸업생 기준) 취업률 및 취업 지원 계획 

(8%) 
취업 목표 및 취업지원 계획의 우수성 

최근 3 년간 대학원생 1 인당 국내‧ 외 
학술지 게재 논문 수 : SCI(E) 및 
학진등재(후보)지 

최근 3 년간 대학원생 1 인당 국내‧ 외 
학회 발표 건수 

대학원생 논문 게재 및 
학회발표 실적 및 계획 
(7%) 

대학원생 1 인당 국내‧ 외 학술지 논문 
게재 및 학회발표 목표와 지원계획의 
우수성 

교육 
(25%)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 
(5%) 

영어전용강좌 비중, 외국인교수 비중, 
외국인학생 비중 

참여교수 1 인당 최근 3 년간 수주한 정부 
연구비 

정부 R&D 수주 실적 및 
연계 (10%)  사업 분야와 관련된 각종 정부재정 

지원사업과의 연계 계획의 우수성 

R&D 
(25%) 

참여교수 연구실적‧ 성과 
및 계획 (15%) 

참여교수 1 인당 최근 3 년간 발간한 
SCI(급) 논문 수 및 IF (* IF 는 ISI 20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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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 1 인당 SCI(급) 논문 수 및 IF 
향상 계획 

참여교수 1 인당 최근 3 년간 특허 건수 
실적 및 계획 

참여교수 1 인당 최근 3 년간 수주한 순수 
산업체 연구과제 건수 및 수주액 

산업체로부터의 지원금 수주 계획 
(국고지원금의 최소 10% 이상, 확약서 
첨부) 

산업체 R&D 수주 실적 
및 계획 (15%) 

산업체 연구과제와 사업단의 
교육‧ 연구와의 연계 계획의 우수성 

연구 성과의 민간이전 
실적 및 계획 (5%) 

참여교수 1 인당 최근 3 년간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 및 계획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실적 및 계획 (2%) 

산업체 등과의 인적교류, 물적교류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산학협력 지원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채용계획,  

산학협력 
(25%) 

산학협력지원 체제 현황 
및 계획 (3%) 

특허출원 등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체제 

사업단 전임교수 1 인당 학생수(교수 1 인당 
학부생 수/교수 1 인당 대학원생 수) 대학의 인적자원 투자 

실적 및 계획 (3%) 
전임교수 1 인당 학생 수 개선 계획의 
우수성 

대학의 물적자원 투자 
계획 (4%) 

국고 대비 대학의 대응 투자 규모 (최소 
5%이상 기준) 및 대응자금 운용 계획 

대학전체 전임교원 확보율 현황 및 개선 
계획 

사업분야 학사조직(학부 및 대학원) 
통‧ 폐합 등 개편 실적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특성화 실적 및 계획 
(5%) 

대학원생/학부생 비율 현황 및 개선 계획 

연구비 중앙관리제의 제도화 정도 및 개선 
계획 연구중심대학 체제구축에 

필요한 제도 개선 계획 
(3%) 교수 업적평가제의 제도화 정도 및 개선 

계획 

대학원 
특성화 
(25%) 

사업 비전과 목표 (2%) 
사업단 인력양성 분야의 중요성 및 목표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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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구성의 적절성과 참여학과의 연계성 

참여 대학원 학과 및 학부 
학사조직‧ 모집단위 개편 계획 

사업단 구성 (3%) 

사업단장의 역량 및 권한(예산‧ 인사 등) 

참여교수간 경쟁체제 유지를 위한 사업단 
운영 계획 

사업단내 경쟁체제 구축 
(3%) 사업 미참여 교수 지도학생 관리 대책 및 

참여 학생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계획 

외부 진단평가 등 
자체평가 계획 (2%) 

외부 진단평가 및 자체평가 계획의 우수성 

자료처:  교육부 (2006a), 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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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공통추세 가정의 검증 

표 D.1 

2 단계 BK21 이전 공통 경향성 분석 (1990-2005): 수혜 집단 vs. 신청-비수혜 

집단 vs. 비신청-비수혜 집단 

     과학기술 논문 수 
               (1) 

     로그 값 
      (2) 

Pre-BK21 

6.87* 0.19 Winner * year 1991 

(3.06) (0.21) 

-4.34* -0.25 Loser * year 1991 

(2.18) (0.26) 

9.55** 0.28 Winner * year 1992 

(3.29) (0.21) 

-0.82 0.00 Loser * year 1992 

(2.64) (0.29) 

16.17** 0.16 Winner * year 1993 

(5.81) (0.28) 

-1.96 -0.24 Loser * year 1993 

(3.42) (0.30) 

14.75** 0.01 Winner * year 1994 

(5.39) (0.27) 

5.34 0.16 Loser * year 1994 

(3.50) (0.31) 

29.66** -0.09 Winner * year 1995 

(8.79) (0.28) 

14.08* 0.16 Loser * year 1995 

(6.18) (0.32) 

36.67** 0.07 Winner * year 1996 

(10.28)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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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0.20 Loser * year 1996 

(6.87) (0.31) 

51.96** 0.08 Winner * year 1997 

(13.53) (0.28) 

25.97** 0.32 Loser * year 1997 

(9.27) (0.32) 

55.77** -0.03 Winner * year 1998 

(15.83) (0.31) 

32.18** 0.35 Loser * year 1998 

(10.97) (0.35) 

BK21 Phase I 
63.38** 0.01 Winner * year 1999 

(18.11) (0.31) 

35.20** 0.36 Loser * year 1999 

(13.02) (0.36) 

78.90** 0.25 Winner * year 2000 

(20.33) (0.30) 

37.14** 0.50 Loser * year 2000 

(12.81) (0.35) 

96.01** 0.27 Winner * year 2001 

(23.73) (0.31) 

53.18** 0.52 Loser * year 2001 

(16.24) (0.36) 

103.21** 0.23 Winner * year 2002 

(26.71) (0.31) 

61.29** 0.67+ Loser * year 2002 

(17.41) (0.36) 

114.26** 0.14 Winner * year 2003 

(28.76) (0.31) 

56.26** 0.41 Loser * year 2003 

(18.97) (0.38) 

130.18** -0.01 Winner * year 2004 

(33.34) (0.31) 

66.39** 0.30 Loser * year 2004 

(21.88) (0.38) 

158.11** 0.22 Winner * year 2005 

(38.54) (0.31) 

89.38** 0.57 Loser * year 2005 

(28.13) (0.38) 

25.75** 1.31** Selected for BK21 Phase 1 

(5.38) (0.31) 

14.31* 0.61 Applied but not selected 

(7.13) (0.38) 

Observations       2990 2504 

+p<0.10, *p<0.05, ** p<0.01.  선형회귀모델의 경우 표준오차는 연구집단 별로 

조정되었다.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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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연구 데이터 시리즈 

표 E.1 은 학문분야별 대학 및 학과의 학술 연구 활동에 대한 

연구 데이터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 그룹에 해당하는 

개개의 데이터 시리즈 번호 앞에  “ R” 문자가 들어간다.  



 

표 E.1 
연구 데이터 시리즈 

 데이터 시리즈 난이도 시간격 형태 단위 평가지표 출처 비고 

R-1 실험실, 특수 장비 및 
현물 보조(정부-일반), 
학과별 

 2년 R 학과 2.2.1.2    

R-2 실험실, 특수 장비 및 
현물 보조(정부-경쟁), 
학과별 

 2년 R 학과 2.2.1.2; 
2.2.2.5a; 
2.2.2.5b  

  

R-3 실험실, 특수 장비 및 
현물 보조(대학 본부), 
학과별 

 2년 R 학과 2.2.1.2    

R-4 실험실, 특수 장비 및 
현물 보조(민간),학과별 

 2년 R 학과 2.2.1.2; 
2.2.2.5a; 
2.2.2.5b  

  

R-5 실험실, 특수 장비 및 
현물 보조(기업),학과별 

 2년 R 학과 2.2.1.2; 
2.2.2.5a; 
2.2.2.5b  

  

R-6 실험실, 특수 장비 및 
현물 보조(특허료, 
지적재산권),학과별 

 2년 R 학과 2.2.1.2    

R-7 실험실, 특수 장비 및 
현물 보조(정부-일반), 
학과별 

 2년 N 학과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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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1----계속  

 데이터 시리즈 난이

도 
시간격 형태 단위 평가지표 출처 비고 

R-8 실험실, 특수 장비 및 현물 
보조(정부-경쟁),학과별 

 2년 N 학과 2.2.1.2; 
2.2.2.5a; 
2.2.2.5b  

  

R-9 실험실, 특수 장비 및 현물 
보조(대학 본부), 학과별 

 2년 N 학과 2.2.1.2    

R-10 실험실, 특수 장비 및 현물 
보조(민간), 학과별 

 2년 N 학과 2.2.1.2; 
2.2.2.5a; 
2.2.2.5b  

  

R-11 실험실, 특수 장비 및 현물 
보조(기업), 학과별 

 2년 N 학과 2.2.1.2; 
2.2.2.5a; 
2.2.2.5b  

  

R-12 실험실, 특수 장비 및 현물 
보조(특허료, 지적재산권) 
/학과별 

 2년 N 학과 2.2.1.2    

R-13 연구비 수주 액 
(정부-일반), 학과별 

 2년 R 학과 2.2.1.4; 
2.2.2.1; 
2.2.2.3  

  

R-14 연구비 수주 액 
(정부-경쟁) 학과별 

 2년 R 학과 2.2.1.4; 
2.2.2.5a; 
2.2.2.5b; 
2.2.2.1; 
2.2.2.3  

  

R-15 연구비 수주 액 
(대학본부), 학과별 

 2년 R 학과 2.2.1.4; 
2.2.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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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1----계속 

 데이터 시리즈 난이도 시간격 형태 단위 평가지표 출처 비고 

R-16 연구비 수주 액 

(민간)/학과별 

 2 년 R 학과 2.2.1.4; 2.2.2.5a; 

2.2.2.5b; 2.2.2.1; 

2.2.2.3  

  

R-17 연구비 수주 액 

(기업)/학과별 

 2 년 R 학과 2.2.1.4; 2.2.2.5a; 

2.2.2.5b; 2.2.2.1; 

2.2.2.3  

  

R-18 연구비 수주 액 

(특허료, 

지적재산권)/학과별 

 2 년 R 학과 2.2.1.4; 2.2.2.1; 

2.2.2.3  

  

R-19 연구비 수주 액 

(정부-일반)/학과별 

 2 년 N 학과 2.2.1.4; 2.2.2.1; 

2.2.2.3  

  

R-20 연구비 수주 액 

(정부-경쟁)/학과별 

 2 년 N 학과 2.2.1.4; 2.2.2.5a; 

2.2.2.5b; 2.2.2.1; 

2.2.2.3  

  

R-21 연구비 수주 액 

(대학본부)/학과별 

 2 년 N 학과 2.2.1.4; 2.2.2.1; 

2.2.2.3  

  

R-22 연구비 수주 액 

(민간)/학과별 

 2 년 N 학과 2.2.1.4; 2.2.2.5a; 

2.2.2.5b; 2.2.2.1; 

2.2.2.3  

  

R-23 연구비 수주 액 

(기업)/학과별 

 2 년 N 학과 2.2.1.4; 2.2.2.5a; 

2.2.2.5b; 2.2.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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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1----계속 

 데이터 시리즈 난이도 시간격 형태 단위 평가지표 출처 비고 

R-24 연구비 수주 액 

(특허료, 지적재산권)/ 학과별 

 2 년 N 학과 2.2.1.4; 2.2.2.1; 

2.2.2.3  

  

R-25 연구 프로젝트 (주 연구자, 공동 

연구자별) / 학과별 

 매년 R 학과 2.2.2.1; 2.2.2.3    

R-26 연구 프로젝트(주  연구자, 공동 

연구자별) 학과별 

 매년 N 학과 2.2.2.1; 2.2.2.3    

R-27 국내 공공기관 석 박사 연구원  매년 -- 국내 1.2.2.4a; 1.2.2.4b; 

1.2.2.1a; 1.2.2.2; 

1.2.2.1c  

 정부연구시설,  

실험시설, 규제  

기관, 원자력  

시설 등 

R-28 국내 비 정부기관의 석 박사 

연구원 

 매년 -- 국제 1.2.2.4a; 1.2.2.4b; 

1.2.2.1a; 1.2.2.2; 

1.2.2.1c  

 NGO, 국제기구 

연구시설, 실험 

시설 등 포함 

R-29 외국 정부기관의 한국인 석 박사  

연구원 

 매년 -- 국제 1.2.2.4b    

R-30 외국 비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의 한국인 석 박사  연구원 

 2년 
 

-- 국내 1.2.2.4b    

 

연
구
 데

이
터
 시

리
즈
   2

5
7
 

 



표 E.1----계속  

 
 데이터 시리즈 난이도 시간격 형태 단위 평가지표 출처 비고 

R-31 논문(저자 및 공동 
저자별) / 학과별 

 매년 R 학과 2.2.2.2a ; 2.2.2.2b; 
2.2.2.4a; 2.2.2.4b; 
2.3.1.1a; 2.3.1.1b; 
2.3.1.2a; 2.3.1.2b; 
2.3.1.3a; 2.3.1.3b; 
1.2.2.1a; 1.2.2.1bi; 
1.2.2.1bii; 
1.2.2.1c; 2.2.3.6 

ISI관련 
데이터 

 

R-32 논문수(저자 및 공동 
저자 별) / 학과별 

 매년 N 학과 2.2.2.2a ; 2.2.2.2b; 
2.2.2.4a; 2.2.2.4b; 
2.3.1.1a; 2.3.1.1b; 
2.3.1.2a; 2.3.1.2b; 
2.3.1.3a; 2.3.1.3b; 
1.2.2.1a; 1.2.2.1bi; 
1.2.2.1bii; 
1.2.2.1c; 2.2.3.6 

ISI관련 
데이터 

 

R-33 외국인 공동저자 논문   매년  학과 2.2.2.2a ; 2.2.2.2b  ISI관련 
데이터 

 

R-34 학술지 IF (저널별)  매년  국제 2.3.1.1a; 2.3.1.1b; 
2.3.1.2a; 2.3.1.2b; 
1.2.2.1a; 1.2.2.1c; 
2.2.2.2b; 2.2.2.4b  

ISI관련 
데이터 

 

R-35 최빈 인용 
논문(학문분야별) 

 매년  국제 2.3.1.3a; 2.3.1.3b; 
1.2.2.1bi; 
1.2.2.1bii 

ISI관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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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1----계속 

 
 데이터 시리즈 난이

도 
시간

격 
형태 단위 평가지표 출처 비고 

R-36 연구 질에 대한 
국내 전문가 
서베이 / 학과별 

 매년  학과 1.2.2.3a; 
2.3.1.4a; 
2.3.1.5; 
1.2.1.1bii 

R-37 연구 질에 대한 
외국인 전문가  
서베이 / 학과별 

 2년  국제 1.2.2.3b; 
2.3.1.4b; 
2.3.1.5; 
1.2.1.1bii 

서베이는 다음 두 그룹 1) 관련 분야에서 활동중인 
국제적 명성을 지닌 한국인 연구원 2) 한국 대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외국인를 대상으로 이루어 짐. 
서베이에는 연구원의 질, 국제적 지위, 한국의  
일반적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지위등과 아울러   
해당 학과의 장점과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될 수 있음 

R-38 장기 추적조사  
대학원 졸업생 
대상 현 고용주 
인터뷰 

 2년  국내 1.3.1.1c;  
2.3.1.5; 
1.2.1.1bii 

 

R-39 산업 R&D 담당자 
대상 델파이 조사 

 3년  산업 3.3.1.6 델파이 조사는 주관적인 의견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사용. 델파이 조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산학연계, 한국의 혁신 
능력, 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인재교육, 대학 학과 
특성화, 산학협력의 법적, 제도적 장벽 등.  
델파이 조사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번에 걸쳐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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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교육 데이터 시리즈 

표 F.1 는 대학과 학과의 교육 활동을 포함한 데이터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룹의 각각의 데이터 시리즈는 “ E” 문자가 

앞에 붙는다.  

 
 



 

표 F.1 
교육 데이터 시리즈 

 데이터 시리즈 난이도 시간격 형태 단위 평가지표 자료처 비고 

E-1 총 국내 4 년제 대학 

졸업생 

 매년 -- 대학 2.1.1.1    

E-2 국내 대학원 등록생  매년 R 학과 1.1.1.1; 2.1.1.1; 

2.1.1.2; 2.2.3.1; 

2.2.3.5  

  

E-3 한국 대학원 지원자  매년 R 학과 2.2.3.1    

E-4 국내 대학원 등록생  매년 N 학과 1.1.1.1; 2.1.1.1; 

2.1.1.2; 2.2.3.1; 

2.2.3.5  

  

E-5 국내 대학원 지원자  매년 N 학과 2.2.3.1    

E-6 외국 대학원 등록생  매년 -- 대학 1.1.1.2; 2.1.1.1; 

2.1.1.2  

 민감한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합계 

만을 수집 

E-7 한국 대학원 등록 외국 

대학 졸업생 

 매년 R 학과    

E-8 국내 대학원 등록 외국인 

학생 

 매년 N 학과 2.3.1.7a; 2.3.1.7b   

E-9 국내 대학 교수 이외 

석박사 연구원 

 매년 R 학과 1.1.1.3   대학원생으로 등록되지 

않은 RA 등 

E-10 국내 대학 교수 이외 
석박사  연구원 

 매년 N 학과 1.1.1.3   대학원생으로 등록되지 
않은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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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F.1----계속  

 
 데이터 시리즈 난이도 시간격 형태 단위 평가지표 자료처 비고 

E-11 외국 대학 교수 
이외 석박사 
연구원 

 매년 -- 대학 1.1.1.4     

E-12 국내 대학 신규 
채용  석박사 
연구원 

 매년 R 학과 1.2.1.1a; 
1.2.1.1bi; 
1.2.1.3; 
2.2.3.3; 
2.2.3.4; 
1.2.1.1bii
; 2.2.3.2  

대학, 학과 등  
웹 

1) BK21 수혜 학과에서 수혜 
학과로  2) BK21 비수혜 학과에서 
수혜 학과로 3) BK21 수혜 
학과에서 비수혜 학과로  4) BK21 
비수혜 학과에서 비수혜 학과로의 
이동 파악 

E-13 국내 대학 신규 
채용 석박사 
연구원 

 매년 N 학과 1.2.1.1a; 
1.2.1.1bi; 
1.2.1.3; 
2.2.3.3; 
2.2.3.4; 
1.2.1.1bii
; 2.2.3.2  

대학, 학과 등  
웹 

1) BK21 수혜 학과에서 수혜 
학과로 2) BK21 비수혜 학과에서 
수혜 학과로 3) BK21 수혜 
학과에서 비수혜 학과로  4) BK21 
비수혜 학과에서 비수혜 학과로의 
이동 파악 

E-14 대학 이외 
전문분야 신규 
채용 석박사 
연구원 

 매년 -- 국내 1.2.1.3  원 자료 직접  
수집이 어려운 
경우 E-7 에서 
(E-5 + I-1+ 
I-2 + E-8)을 
차감하여 산출 

 

E-15 해외 대학 신규 
채용 석박사 
연구원 

 매년 -- 국제 1.2.1.3; 
1.2.1.4a; 
1.2.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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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F.1----계속 

 데이터 

시리즈 

난이도 시간격 형태 단위 평가지표 자료처 비고 

E-16 석박사 

연구원의 

국내 대학간 

이동 

 매년 R 학과 2.2.3.2; 

2.2.3.3; 

2.2.3.4  

학과 교수 수에서 신규 

교수를 차감하면 단순 

산출되나 교수 이동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파악을 

위해서는 대학, 학과, 

교수 웹 등 참조 

1) BK21 수혜 학과에서 수혜 

학과로 2) BK21 비수혜 

학과에서 수혜 학과로 3) BK21 

수혜 학과에서 비수혜 학과로  

4) BK21 비수혜 학과에서 

비수혜 학과로의 이동 파악 

E-17 석박사 

연구원의 

국내 대학간 

이동 

 매년 N 학과 2.2.3.2; 

2.2.3.3; 

2.2.3.4  

학과 교수 수에서 신규 

교수를 차감하면 단순 

산출되나 교수 이동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파악을 

위해서는 대학, 학과, 

교수 웹 등 참조 

1) BK21 수혜 학과에서 수혜 

학과로 2) BK21 비수혜 

학과에서 수혜 학과로 3) BK21 

수혜 학과에서 비수혜 학과로  

4) BK21 비수혜 학과에서 

비수혜 학과로의 이동 파악 

E-18 국내 대학  

교수 수 

 매년 R 학과 1.2.2.4a; 

1.2.2.4b; 

1.2.2.1a; 

1.2.2.2; 

1.2.2.1c; 

2.3.1.6  

대학, 학과, 교수 웹  

E-19 국내 대학  

교수 수 

 매년 N 학과 1.2.2.4a; 

1.2.2.4b; 

1.2.2.1a; 

1.2.2.2; 

1.2.2.1c; 

2.3.1.6  

대학, 학과, 교수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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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F.1----계속 

 
 데이터 시리즈 난이도 시간격 형태 단위 평가지표 자료처 비고 

E-20 해외 대학  한국인 교수 수   -- 국내 1.2.2.4b    

E-21 총 석 박사 수  매년 -- 학과 1.2.1.3; 3.2.2.12   학문 분야별 

E-22 THES 또는 ARWU 대학 순위  매년 -- 국제 1.2.1.1bi; 1.2.1.4b; 

3.2.2.12; 2.3.1.7a; 

2.3.1.7b  

  

E-23 도서관 지원예산(정부-

일반)/ 대학 별 

 2 년 -- 대학 2.2.1.1    

E-24 도서관 지원예산(정부-

경쟁)/ 대학 별 

 2 년 -- 대학 2.2.1.1    

E-25 도서관 지원예산(대학 

본부)/ 대학 별 

 2 년 -- 대학 2.2.1.1    

E-26 도서관 지원예산 
(민간)/대학 별 

 2년 -- 대학 2.2.1.1    

E-27 도서관 지원예산 
(기업)/대학 별 

 2년 -- 대학 2.2.1.1    

E-28 도서관 지원예산 (특허료, 
지적 재산권 등)/ 대학 별 

 2년 -- 대학 2.2.1.1    

E-29 일반 시설 예산(정부-
일반)/ 대학 별 

 2년 -- 대학 2.2.1.3    

E-30 일반 시설 예산(정부-
경쟁)/ 대학 별 

 2년 -- 대학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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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F.1----계속  

 
 데이터 시리즈 난이도 시간격 형태 단위 평가지표 자료처 비고 

E-31 일반 시설 예산(대학 
본부)/ 대학 별 

 2년 -- 대학 2.2.1.3    

E-32 일반 시설 예산(민간)/ 
대학 별 

 2년 -- 대학 2.2.1.3    

E-33 일반 시설 예산(기업)/ 
대학 별 

 2년 -- 대학 2.2.1.3    

E-34 일반 시설 예산(특허료 및 
지적 재산권)/ 대학 별 

 2년 -- 대학 2.2.1.3    

E-35 한국 대학 
(연구시설)위치(GPS) 

 1회 -- 학과 3.2.2.3; 3.2.2.4-5; 
3.2.2.6-7; 3.2.2.8-9; 
3.2.2.11  

  

E-36 지역 발전위한 강의, 
세미나, 특별과정 등  기록 

 매년 R 대학 3.2.2.10; 3.2.2.11  대학, 학과 웹, 
지역 웹 사이트 

 

E-37 지역 발전위한 강의, 
세미나, 특별과정 등  기록 

 매년 N 대학 3.2.2.10; 3.2.2.11  대학, 학과 웹, 
지역 웹 사이트 

 

E-38 대학원 졸업생 장기 
추적조사 

 2년  국내  http://www.nsf.g

ov/statistics/srv

ydoctoratework/ 
참조 

 

E-39 추적조사 대상 고용주 
인터뷰 

 2년 -- 국내 1.3.1.1c; 2.3.1.5; 
1.2.1.1b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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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F.1----계속 

 
 데이터 시리즈 난이도 시간격 형태 단위 평가지표 자료처 비고 

E-40 박사 학위 논문 
외부 평가 

 4년 주기 R 학과 2.3.1.5; 
1.2.1.1bii  

외부 평가자는 선정 
박사 학위 논문의 질 
평가 

이는 대학원 교육 질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임. 
학부에서 사용되는 공통 
시험의 대학원 적용은 
가능하지 않음. 

E-41 박사 학위 논문 
외부 평가 

 4년 주기 R 학과 2.3.1.5; 
1.2.1.1bii  

외부 평가자는 선정 
박사 학위 논문의 질 
평가 

이는 대학원 교육 질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임. 
학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통시험의 대학원 적용은 
가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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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산업 데이터 시리즈 

표 G.1 는 학계와 산업계 연구자들간의 상호교류 및 산업별 혁신과 

R&D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다룬 산업계 데이터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룹의 각 데이터 시리즈 앞에는 “ I”  문자가 붙는다.  



 

표 G.1 
산업 데이터 시리즈 

 데이터 시리즈 난이도 시간격 형태 단위 평가지표 자료처 비고 

I-1 기업의 신규 임용 

석박사 (국내) 

 매년 -- 산업 1.2.1.2; 1.2.1.3    

I-2 기업의 신규 임용 

석박사(해외) 

 매년 -- 국제 1.2.1.3; 1.2.1.5    

I-3 산학 협력 계약 

건수 

 매년 R 학과 3.1.1.1; 3.2.2.1; 3.2.1.3a; 

3.2.1.3b; 3.2.2.3; 3.2.2.4-

5; 3.2.2.6-7; 3.2.2.8-9; 

3.2.1.6  

  

I-4 산학 협력 계약 

건수 

 매년 N 학과 3.1.1.1; 3.2.2.1; 3.2.1.3a; 

3.2.1.3b; 3.2.2.3; 3.2.2.4-

5; 3.2.2.6-7; 3.2.2.8-9; 

3.2.1.6  

  

I-5 산학 협력 계약 

금액 

 매년 R 학과 3.1.1.2; 3.2.2.2; 3.2.2.4-5; 

3.2.2.6-7; 3.2.2.8-9; 

3.2.1.6  

  

I-6 산학 협력 계약 

금액 

 매년 N 학과 3.1.1.2; 3.2.2.2; 3.2.2.4-5; 

3.2.2.6-7; 3.2.2.8-9; 

3.2.1.6  

  

I-7 신제품 수  매년 -- 산업 3.3.1.3; 3.2.1.3a  관련 

정부 

기관 

신기술 제품 및 혁신에 

대해서는 OECD 의 Oslo  

Manual 참고 

I-8 신제품 가치  매년 -- 산업 3.3.1.4; 3.3.1.5; 3.2.1.3b  관련 

정부 

기관 

신기술 제품 및 혁신에  

대해서는 OECD 의 Oslo 

 Manua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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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G.1----계속  

 
 데이터 시리즈 난이도 시간격 형태 단위 평가지표 자료처 비고 

I-9 미국, EU, 일본의 한국기업 특허   매년 -- 산업 3.3.1.1    

I-10 한국기업 특허  매년 -- 산업 3.3.1.2    

I-11 산업의 총 산출물  매년 -- 산업 3.3.1.5    

I-12 산업체 석박사 연구원   매년 -- 국내 1.2.2.4a; 1.2.2.4b; 

1.2.2.1a; 1.2.2.2; 

1.2.2.1c  

  

I-13 해외 산업체 석박사 한국인 연구원  매년 -- 국제 1.2.2.4b    

I-14 미국, EU, 일본에서의 국내 대학 연구원 

등록 특허 수(연구원별, 학과별) 

 매년 N 학과 3.2.1.1a; 3.2.1.1b    

I-15 미국, EU, 일본에서의 국내 대학 연구원 

등록 특허 수(연구원별, 학과별) 

 매년 N 학과 3.2.1.1a; 3.2.1.1b    

I-16 미국, EU, 일본에서의 국내 대학 연구원 

등록 특허 수(연구원별, 학과별) 

 매년 R 학과 3.2.1.1a; 3.2.1.1b    

I-17 미국, EU, 일본에서의 국내 대학 연구원 

등록 특허 수(연구원별, 학과별) 

 매년 R 학과 3.2.1.1a; 3.2.1.1b    

I-18 국내 민간 연구 시설의 위치(GPS)  1 회 -- 기업    

I-19 특허와 지적 재산권 금액 /학과별  매년 R 학과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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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G.1----계속 

 
 데이터 시리즈 난이

도 
시간격 형

태 
단위 평가지표 자료처/비고 

I-20 특허와 지적 재산권 
금액/ 학과별 

 매년 N 학과 3.2.1.2   

I-21 기업의 규모, 
산업영역별 

 한차례-
2년에 
한번 확인 

-- 기업; 
산업 

3.2.1.6   

I-22 안식년, 특강, 
인턴쉽, 세미나 등  
비금전적 산학협력 

 매년 R 학과 3.2.1.5  대학 웹, 학과 웹, 산업체 웹사이트 

I-23 안식년, 특강, 
인턴쉽, 세미나 등 비 
금전적 산학협력 

 매년 N 학과 3.2.1.5  대학 웹, 학과 웹, 산업체 웹사이트 

I-24 상위 20위권 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기업체 
담당자 조사 

 2년 -- 국내 1.3.1.1a; 
2.3.1.5; 
1.2.1.1bii  

한국 산업체의 R&D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관련 학과 연구원의 질, 산업체에 대한 
기여, 교육의 질적 수준, 국가 전체 
과학기술에 대한 기여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아울러 해당 학과의 장점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질문 사항 포함 가능. 

I-25 장기 추적조사 대상 
졸업생 고용주 인터뷰 

 2년 -- 국내 1.3.1.1c; 
2.3.1.5; 
1.2.1.1b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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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 

일반데이터 시리즈 

부록 H 는 한국 경제, 지역 정보, 기타 세 그룹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측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한 일반 데이터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룹 각 데이터 시리즈 앞에는 “ G” 문자가 

붙는다. 

 



 

표 H.1 
일반 데이터 시리즈 

 데이터 시리즈 난이도 시간격 형태 단위 평가지표 자료처 비고 

G-1 한국 노동생산성  매년 -- 국내 3.3.2.1    

G-2 국내 산업 영역별  산출물  매년 -- 산업 3.2.1.4    

G-3 주요 기관 소재  1 회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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