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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가의 미래지향  정책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선도해나아갈 핵심인재의 확보가 매우 요하

다. 이러한 핵심인재 확보를 해 각 부처에서는 지역 R&D 인력양성과 련된 사업이 진행 에 있

다. 지역 R&D 인력양성사업의 담기 은 시기와 목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마다 사업 

목 과 수단이 부합하는지를 검하기 하여 사업성과를 객 으로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새

로운 사업계획 설계에 반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 R&D 인력양성사업은 담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성과분석 모형을 다르게 용해 왔으며, 객  성과 분석 임워크가 부재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력양성사업의 특성을 악하여 객 으로 분석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 분석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1. 서론

우리나라가 지식경제 강국으로 발 하기 해서는 무엇

보다도 이를 선도해나아갈 핵심인재의 확보가 매우 요

하다. 지식기반형 경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식이란 

부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 자원의 

효과 인 양성과 효율 인 활용은 개별 기업뿐 아니라 국

가경제발 에 더 없이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생성되는 핵심 지식과 기술은 한국가

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지식기반경제의 심이라

고 할 수 있으며, 핵심 지식  기술을 보유한 인재의 

요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 강조된다[1].

지역 R&D 인력양성사업을 통하여 배출된 인력은 기업

의 장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 으며, 지역 단 의 산학 력을 진하여 지방 학

의 연구역량  지역산업의 신역량을 개선시키고 있다.

지역 R&D 인력양성사업의 담기 이 변경될 때마다 

사업 목 과 수단이 부합하는지를 검하기 하여 사업

성과를 객 으로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사업계획 설계에 반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 R&D 인력양성사업은 담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성과분석 모형을 다르게 용해 왔으며, 객

 성과 분석 임워크가 부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인력양성사업의 특성을 악하여 객 으로 분석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 분석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2. 련연구

2.1 국내 R&D 인력양성 사업

소기업청 ‘ 소기업 기술사  육성' 사업은 소기업 

기술인력 확충  비 장인 양성을 한 문 학(2～3

년)과 공업 고등학교(3년)간 5～6년제 연계 교육과정의 운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학교(공업고등학교  문

학)에 로그램 운 비 지원, 로그램 참여 학생이 공

업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공 연계교과목은 문 학에서 

학 으로 인정함으로써 조기졸업 기회를 지원한다. 각 운

의회에 참여하는 소기업은 정책자  등 기청 지

원시책 신청 시 가 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  등

의 정책  지원이 따르는 사업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R&D 인력양성 사업에는 ‘융합인

력 역량강화 사업’, ‘고 인력 역량강화 사업’, ‘ 장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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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다. IT기술과 통산업간 기술 융·

복합 가속화 등 빠른 기술변화와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 

노동시장의 특성변화에 발맞추어, 문 분야에 한 역량

과 로벌 능력을 동시에 갖춘 창의 인 IT인재를 육성하

는데 목 이 있다.

2.2 성과평가

1980년  이후 ·미 국가에서 시작된 성과 리는 공공

부문 개 을 한 핵심 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성

과 리는 투입과 과정 심의 리방식에서 벗어나 결과

 측면에 을 맞춘 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

리는 공공조직의 리 개선뿐만 아니라 산 사용에 따

른 성과의 향상, 정책성과의 제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 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제도는 

표 인 성과 리제도로 지속 인 성과 리를 통해 정책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성과 리가 성

공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평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요하며 평가는 정책  사업이 성과 지향 으로 리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산 배분이 합리 으로 이루어지도

록 하는 데 필수 인 기능을 수행한다.

성과 분석 유형에는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분석이 있

다. 투입(input) 분석은 필요한 재원  인력이 계획 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분석으로서 산 집행 비율, 사업

계획에 따른 인력확보, 재원  물자 지원 여부, 사업의 

최종 산출물을 얻기 하여 간 투입물에 한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분석이다. 과정(Activity/Process) 분석은 

사업추진을 단계별로 나 어, 각 단계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게 되며, 주로 사업의 최종완료까지 효과가   나타

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산출(output) 분석은 산출지

표는 산  인력 등의 투입에 비례하여 목표한 최종 산

출물 달성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목 이다. 결

과(outcome) 분석은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

는 최종효과를 측정하기 한 분석으로서, 사업의 최종 산

출물을 통해서 궁극 으로 얻으려는 성과의 달성여부에 

하여 평가한다.

(그림 1) 성과 분석 개념

3. 인력양성사업 성과분석 모델

3.1 지역 R&D 인력양성사업 성과분석 모델 설계

지역 R&D 인력양성사업은 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

는데 주 목 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을 통한 학술활동  

기술개발과 산학 력의 부차 인 목 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는 지역 R&D 인력양성사업 성과분석을 하여 사

업의 목 을 고려한 개념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지역 R&D 인력양성사업 성과분석 개념  체계

그림 3은 지역 R&D 인력양성사업 성과분석 지표 모델

로써 문헌 조사, 타 유사사업, 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항목을 설계하고 지수에 한 가 치를 산정하 다.

(그림 3) 지역 R&D 인력양성사업 성과분석 지표 모델

인력양성 지표는 졸업자의 진학/취업 품질(Job 

Position)에 따라 측정척도 설계하 다. 진학은 본교  타

교로 구분하 으며, 취업은 지역 내 기업(참여기업, 공, 

비 공), 지역 외 기업( 공, 비 공) 항목으로 구분하고 

가 치를 산정하 다. 본교 진학과 지역 내 참여기업으로 

취업한 경우를 지수 10으로 설계하 으며, 지역 내 참여기

업은 아니지만 공과 련된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지수 

8, 비 공 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지수 6로 설계하 다. 

타교 진학과 지역 외 공 련 기업으로 취업한 경우는 

지수 4, 지역 외 비 공 련 기업으로 취업한 경우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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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로 설계하 다. 

기술개발 지표는 결과 산출물에 한 양 /질  수  

분포에 따라 측정척도 설계하 다. SCI , 국내 등재, 국

내 비 등재, 국제 학술 회, 국내 학술 회, 특허 등록, 특

허 출원 항목으로 구분하 다. SCI-E 논문, SCI 논문, 특

허 등록은 지수 10, 국내 연구재단 등재  등재 후보지는 

지수 8, 특허 출원은 지수 6, 국내 연구재단 비 등재지와 

국제 학술 회 발표는 지수 4, 국내 학술 회 발표는 지수 

2로 설계하 다.

산학 력 지표는 산학 교류에 한 양  수  분포에 

따라 측정 척도를 기술이  항목에 하여 10과 5로 설계

하 다.

3.2 지역 R&D 인력양성사업 성과분석 모델 실증분석 

설계된 사업 성과분석모형의 실 용을 통하여 다차원의 

실증  사업 성과분석 진행하 다. 조사 분석 상으로는 

지역 R&D 인력양성사업 A를 상으로 하 으며 상 사

업  최근 3년 내 종료된 216개 사업 결과를 상으로 

성과 분석을 진행하 다.

 종료년도 인력양성 기술개발 산학 력 합계

2007년 42.5 22.6 1.8 66.9

2008년 36.9 20.2 1.6 58.8

2009년 43.5 21.8 2.6 67.9

평균 41.1 21.4 2.1 64.6

<표 1> 연차별 사업 성과 지수

표 1은 A 사업의 최근 3년간 완료되었던 사업을 상

으로 성과분석 모델에 용한 각 역별 지수 표이다. 종

합 으로 A 사업은 2007년 66.9에서 2008년 58.8로 8.1의 

지수가 감소하 으며, 2009년에 다시 67.9로 9.1 지수가 상

승하 다. 이는, 2008년에 국제  기에 따라 인력양성 

사업에 있어서 반 인 지수 축이 있었음을 보여 다.

학교주 기업주 평균

인력양성 42.77 38.00 41.11

기술개발 23.57 17.33 21.41

산학 력 2.52 1.40 2.13

성과 지수 68.86 56.73 64.65

<표 2> 주 기 에 따른 성과 지수

표 2는 사업 주 기 별( 학주  141개 사업, 기업주  

75개 사업)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주

기 이 학인 경우, 사업 성과 지수가 68.86, 기업인 경우 

56.73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인력양성, 기술개발, 산학 력 

반 인 분야에서 성과 지수가 비교 우 에 있었다. 따라

서, 산학 맞춤형 인력 양성을 하여 기업 주 의 과제에 

하여 인력양성/기술개발/산학 력  분야의 성과를 증

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인력양성 41.31 40.94

기술개발 21.94 20.76

산학 력 2.22 2.05

성과 지수 65.47 63.95

<표 3>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에 따른 성과 지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역량이 풍부한 참여기

업이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참여기업에 비하여 인력양성, 

기술개발, 산학 력의 반  사업 성과가 우수한 상태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원활한 산학 력을 통한 기술개발을 

해서는 참여기업의 연구역량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결론

인력양성 계부처에서는 NT·BT·IT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신 산업을 창

출할 원천융합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  기

술환경에 처할 문인력 양성 로그램 확   수요 

지향  융합기술 인력을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 R&D 인력양성사업 성과분석을 

하여 인력양성/기술개발/산학 력 부분으로 나 어 양 /

질  독립변수를 기반으로 사업 성과분석 지표 모델을 설

계하 다. 그리고, 연차별/연구분야별/지역별로 독립변수와 

다차원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사업 성과분석을 한 통계

자료를 도출하여 설계된 사업 성과분석모형의 실 용을 

통하여 다차원의 실증  사업 성과분석을 진행하 다. 그 

결과, 사업 성과분석 결과 ‘ 학이 주 이 ’일 경우, 기업

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경우 사업 성과가 높게 나

타났다.

향후 연구로는 지역 R&D 인력양성사업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성과분석을 한 개념  체계의 고

도화  우수사례 분석과 만족도 수요조사를 통한 새로운 

성과분석 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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