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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key research-related constructs, research insterest, research self-efficacy, research 

productivity, and research outcome expectation of the graduate students, who are participating in Global Ph.D Fellowship (GPF) 
and Brain Korea (BK) 21 projects. The overall results show that the mean scores of GPF students in research interest, research 
self-efficacy, research productivity, and research outcome expectation are higher than those of BK21. However, the higher mean 
scores of doctoral students in both GPF and BK21 projects imply that the longer you stay in graduate program, the better 
researcher you can be. Although GPF program selected higher potential students and they seem to work very hard with high 
expectation to be competent researchers, compatible outcome also could be possible by BK21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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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본 연구는 대표적인 대학원생 지원사업인 글로벌 박사양성 프

로젝트(Global Ph. D. Fellowship Project, 이하 “GPF사업”)

과 두뇌한국(Brain Korea) 21사업(“이하 BK21사업”)이 성과측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대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대학원 육성사업은 크게 보아 학과 

내지 전공을 주요 지원단위로 하는 집단형 지원사업과 교수 또

는 대학원생 개인을 지원단위로 하는 개인형 지원사업으로 구

분할 수 있다1).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사업영역을 특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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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영(2012)은 대학지원사업을 지원방식과 대상에 따라 기관단위, 
사업단위, 개인단위로 구분한 바 있다. 학부지원사업으로 교육역량강
화사업, 학부교육선진화사업 등이 있으나 대학원 차원에서 기관단위 
지원사업은 없다. 최근 BK21 ․ WCU 후속사업에서 기관단위의 지원을 

함으로써 학과 또는 전공 특성화에 유리한 반면 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유인이 약하고, 평가산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는 단점

이 있다. 반대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성과 유인이 강하

고 성과측정이 용이한 반면에 연구 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특성

화 유도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이영, 2012).

GPF사업은 학문연구에 전념할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보다 안

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된 집단형 지원사업의 약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이다(교육

과학기술부, 2011). 미국의 경우 연방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지원사업(Graduate Research 

Fellowship Program)을 운영하여 연간 2,000여명의 석 ․ 박사

과정 대학원생을 지원하고 있으며(http://www.nsf.gov/funding), 

일본도 이른바 ‘특별연구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4,500

여명의 박사과정생을 지원하고 있다(http://www.jsps.go.jp).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적으로 추진된 GPF 사업은 2011

위해 제도개혁 항목을 추가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조
처로 이해된다(한국연구재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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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GPF and BK21 

구분 GPF BK21 

사업목표 박사과정생에 대한 안정적 지원 우수 대학원 학과 육성

2012예산 155.5억원 약 2,900억원

지원내용 등록금, 생활비 등 용도로 월 250만원 등록금 및 생활비 용도로 석사 월 50만원, 박사 월 90만원

학생선발 전국단위 개인 경쟁 우수사업단 선정 후 사업단 내 자율 선발

수혜학생수 500명(2012년) 20,650명(2011년)

수혜기간 최대 5년 사업단 자율

성과평가 학업 및 연구진척도 패널 심사 별도 학생개인에 대한 평가는 없음

년에 295명, 2012년에 205명 등 총 500명의 대학원생을 지원

해 왔다. 

한편 BK21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원 육성사업으

로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이 수행된 바 있고, 

2006년부터 2단계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2013년 2월에 사
업이 종료되었다. BK21사업은 국내 대학원의 연구수준을 향상

시키고 박사급 연구인력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대학원의 연구실
적 증가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병주, 2006; 백일
우 ․ 박경호, 2007). 하지만 성과평가에 대한 부담, 정부중심의 

세세한 관리적 ․ 규제적 방식의 작동, 보다 넓은 연구자로서의 능
력이나 안목보다는 지도교수중심체제의 강화 등의 비판도 받아
왔다(김세균, 1999; 이덕로 외, 2009).

그동안 BK21사업을 중심으로 집단형 지원사업에 관한 종합
적 성과평가 연구는 적지 않게 수행되어 온 바 있으나(김병주, 

2006; 2007; 박경호 ․ 백일우, 2008; 백일우 ․ 박경호, 2007),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성과평가연구의 편향성은 그동
안의 대학원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이 BK21 사업이나 세계

적 대학원(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사업처럼 집단형 지
원사업으로 구성된데 일정부분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원생이 얼마나 질적

으로 우수한 연구자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들
의 성장과정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학업을 이수하는 전 과
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정책에 피드백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대학원생 지원사업인 GPF사업과 
BK21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의 질적인 연구성과를 핵심 

연구성과 관련변인들을 활용하여 비교 ․ 측정하고, 앞으로 대학
원생지원사업의 기획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대학원생의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나 재정지

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의 만족도조사 연구는 일부 수행

된 바 있다. 김병주 외(2005)는 1단계 BK21사업에 대한 학생만

족도 평가에서 동 사업의 성과로서 ‘담당 교수의 연구의욕’은 향

상되었으나, ‘학생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 ‘교수와의 상담 

기회 확보’ 등 측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지 못하

는 것을 보고하였다. 2단계 BK21사업의 학생 만족도를 분석한 

정우진 외(2008)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지원, 안정적인 학술지원 

및 대외활동지원, 교육 국제화 지원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

가를 내렸으나, 교육환경지원(교수1인당 학생수, 강의실 환경, 

연구공간 제공, 교육용 매체, 자료접근성, 소프트웨어 제공 등) 

영역에서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재정지원과는 상관없이 HRD분야 대학원생들의 연

구역량 형성과정을 분석한 나승일 외(2009) 연구에서는 석사과

정에서는 자료를 찾고 정리하며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한 역량

이고, 박사과정에서는 연구주제 및 문제를 형성하는 능력과 연

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주요 역량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

학원생의 연구역량 형성과정에서 일종의 사회화과정으로서 수

업과 세미나는 연구역량 향상에 가장 기본이며, 프로젝트 수행

을 통하여 실천적 학습과 인지적 도제학습이 일어나 연구역량

에 성장을 보이고, 논문 작성과 개인연구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

와 고민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연구역량이 형성되어감을 인식

함을 보고하였다.

2. 분석의 틀

본 연구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가진 한계점, 즉, 분석의 

단위를 학과 내지 기관단위로 잡아 논문수를 중심으로한 계량

적 성과평가에 머무른 점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더라도 사

업에 대한 일반적 정책 만족도 평가에 머무른 점을 보완하고자 

보다 객관화되고 검증된 연구관련 변인(research constructs)

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특히, 

대학원생에 대한 GPF와 BK21사업의 효과가 과거, 현재, 미래

라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흐름에 적합한 연구관련 변인을 발굴하여 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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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tical Framework 

목표
자질있는 

우수대학원생 선발
연구활동 및 실적 

도출
성과의 예측

시점 과거 현재 미래

관련변인
연구관심도
연구효능감 

연구생산성 연구성과기대

우선 과거 시점에서 자질 있는 대학원생들이 제대로 선발되

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에 대한 심리적인 변인인 연구

관심도(research interest)와 연구효능감(research self-efficacy)

을,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높은 연구실적을 쌓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생산성(research productivity)

을, 미래에 얼마나 많은 연구성과의 도출을 기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성과기대(research outcome expectation)

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연구관심도가 

높을수록 몰입도가 높아져 나은 연구성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Vaccaro, 2005), 연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완성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관한 믿음 내지 자시감이 높을 수록 

연구의 성과가 높아진다(Bishop & Bieschke, 1998; Kahn & 

Scott, 1997). 연구생산성은 과거 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

구의 성과 및 활동 등 주요 연구실적(논문게재 편수, 학회발표 

등)을 자기보고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성과기대는 실

제 수행하고 있는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자로서의 성장

가능성 및 성과에 대한 직접적 기대를 예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설문 대상

우선 GPF 및 BK21 사업을 비롯한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협

조를 받아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대학원생들의 이메일 주소로 총 20,650명에게 일괄 발

송하여 1,311개의 유효한 응답을 확보하였다. 이중 본 연구의 

관심사업인 GPF사업 수혜학생은 255명이, BK21사업 수혜학

생은 868명이, 기타 사업(WCU사업, 교수개인 산학연구과제, 

교내 연구비지원사업, 정부장학금사업 등)의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188명이 응답하였다(Table 3).

2. 설문지 및 분석방법

설문지는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연구관심도, 연구효능감, 연

Table 3 Composition of Respondents
명(%)

구분 GPF BK21 기타 계

성별
남자 148(58.0) 571(65.8) 125(66.5) 844(64.4)

여자 107(42.0) 297(34.2) 63(33.5) 467(35.6)

전공
계열

인문사회 50(19.6) 106(12.2) 30(16.0) 186(14.2)

자연과학 62(24.3) 165(19.0) 34(18.1) 261(19.9)

공학 113(44.3) 469(54.0) 93(49.5) 675(51.5)

생명과학 28(11.0) 124(14.3) 31(16.5) 183(14.0)

예체능 2(0.8) 4(0.5) 0(0.0) 6(0.5)

재학 
학기

석사 1～2학기 43(16.9) 90(10.4) 21(11.2) 154(11.7)

석사 3학기 이상 41(16.1) 500(57.6) 105(55.9) 646(49.3)

박사 1～2학기 73(28.6) 123(14.2) 35(18.6) 231(17.6)

박사 3˜4학기 98(38.4) 155(17.9) 27(14.4) 280(21.4)

설립
유형

국공립 128(50.2) 465(53.6) 92(48.9) 685(52.3)

사립 127(49.8) 403(46.4) 96(51.1) 626(47.7)

소재지
수도권 171(67.1) 458(52.8) 109(58.0) 738(56.3)

비수도권 84(32.9) 410(47.2) 79(42.0) 573(43.7)

전체 255(100.0) 868(100.0) 188(100.0) 1,311(100.0)

구생산성, 연구성과기대와 개인배경 문항(남여, 전공계열, 재학

학기, 재정지원유형, 설립유형, 소재지, 학교규모 등)으로 구성

하였다. 

우선 해당연구과업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느냐를 조사하는 

연구관심도(research interest)는 Vaccaro(2005)의 척도를 활

용하여 1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Cronbach α＝ 
.918). 둘째, 연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완성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관한 믿음(Bishop & Bieschke, 1998), 또는 

연구과정과 관련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개인

의 자신감 또는 자기믿음(Kahn & Scott, 1997)을 의미하는 연

구효능감(research self-efficacy)은 Bieschke et al.(1996)

의 척도를 활용하여 38문항, 10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Cronbach α＝.979). 연구생산성(research productivity)은 연

구의 성과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Jones(2006)

의 척도를 활용하여 1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2). 마지막

으로 연구성과기대(research-outcome expectation)는 Bishop 

& Bieschke(1994)을 활용하여 15개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Cronbach α＝.947).

응답된 설문지는 자동코딩되어 ANOVA 등 통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는 SPSS 18.0 버전을 사용

하였다. 

2)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10개의 각 항목별로 1개 이상의 실적이 있
으면 1점을, 1개의 실적도 없으면 0점을 부여하여 총 연구생산성의 
만점이 10점이 되도록 가공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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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tems of questionnaires

척도 설문 문항 내용

연구
관심도

 1. 연구논문을 읽는 것에 대한 관심
 2. 연구팀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
 3. 연구를 개념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
 4. 문헌연구를 실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
 5. 연구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
 6. 매주 연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
 7. 연구디자인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한 관심
 8. 통계관련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한 관심
 9. 연구를 위해 데이터 분석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관심
10.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관심
11. 연구결과를 동료들과 토의하는 것에 대한 관심
12. 논문을 작성하거나 발표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
13. 연구팀을 이끄는 것에 대한 관심
14. 연구를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관심
15.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관심

연구
효능감

 1.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성 능력
 2. 연구윤리 준수 능력
 3. 문헌자료 중 중요 부분을 끄집어 낼 능력
 4. 컴퓨터 활용 자료 탐색 능력
 5. 수작업으로 참고문헌을 찾는 능력
 6. 학교 도서관서 없는 자료를 찾는 능력
 7. 이론접근, 실험설계, 자료분석을 위한 논문을 평가하는 능력
 8.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능력
 9. 자신이 속한 연구그룹에서 독자적으로 작업하는 능력
10. 연구 아이디어를 동료들과 토론하는 능력
11. 아이디어에 관해 상급자들에게 상의하는 능력
12. 연구물 조사를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능력
13. 연구아이디어 도출을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능력
14. 현재의 문헌자료들을 결합하는 능력
15. 문헌자료들에 근거하여 연구분야를 발견하는 능력
16. 연구에 관한 논리적 정당성을 발전시키는 능력
17. 연구가능한 문제들을 도출하는 능력
18. 원고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배치하는 능력
19. 원고를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편집하는 능력
20. 말과 글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능력
21. 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연구에 활용하는 능력
22. 적합한 연구설계를 선택하는 능력
23. 데이터 수집방법을 선택하는 능력
24. 연구대안을 개발하는데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
25.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측정을 선택하는 능력
26. 적합한 데이터 분석기법을 선택하는 능력
27. 연구와 관련한 제반 행정적 승인들을 얻는 능력
28. 적합한 연구대상/비품/장비 등을 확보하는 능력
29.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하급자를 훈련시키는 능력
30. 실험적 절차를 수행하는 능력
31. 자료수집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능력
32. 하급자를 지도하는 능력
33. 데이터 수집 관련 세부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34. 분석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배치하는 능력
35. 논문작성을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능력
36. 도표생성을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능력
37. 데이터분석을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
38. 데이터분석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

연구
생산성

 1. 학술저널에 주저자 / 공저자 등재 논문의 수
 2. 주저자 / 공저자로서 준비한 논문 원고의 수
 3. 학술저널에 투고한 논문의 수

Table 4 Continued

척도 설문 문항 내용

연구
생산성

 4. 학술저널에 투고를 위해 준비 중인 논문의 수
 5. 지역/전국/국제수준의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험
 6. 발표를 위해 준비 중인 논문의 수
 7. 학회 참석 경험 / 연구프로젝트 참여 경험
 8. 현재 데이터 수집 참여 여부(Yes or no)

 9. 현재 통계적 / 실험적 데이터 분석 진행 여부(Yes or no)

10. (학위논문 작성외) 데이터 수집에 참여 여부(Yes or no)

연구
성과
기대

1. 연구참여는 향후 일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임
2.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나의 연구 참여를 인정해줌
3. 내 연구는 실천가들의 지식기반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함
4. 연구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존재 가치감을 향상시킴
5. 프로젝트 참여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할 것임
6. 연구참여는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가치있는 일로 평가됨 
7. 동료들은 나의 연구참여에 대해 높게 평가할 것임
8. 연구참여는 내가 가치있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줌.

9. 연구참여는 개인적으로도 친 한 관계를 맺게 해줌
10. 연구참여는 만족감을 갖게 해줌
11. 연구참여는 것은 나의 전문적 성장에 도움이 됨
12. 연구관련기술(research skills)은 내 경력에 매우 도움이 됨
13. 연구참여는 나의 연구 분야에 의미있는 기여가 될 것임
14. 연구참여는 내 분야의 현재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15. 내 분석기술은 연구활동 참여를 통해 향상될 것임

IV. 분석결과3)

1. 연구관심도 

GPF집단의 응답 평균이 4.09로 가장 높았고, BK21(3.90), 

기타(3.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GPF집단의 인식

이 BK21과 기타 집단보다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5). 

재정지원 유형 및 석 ․ 박사 재학학기에 따른 연구관심도의 차

이는 GPF박사집단의 응답 평균이 4.12로 가장 높았고, 기타박

사(4.05), GPF석사(4.02), BK21박사(4.01), BK21석사(3.84), 

기타석사(3.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GPF 박사

집단의 응답평균과 BK21박사집단의 응답평균이 BK21 석사집

Table 5 Research interest by funding programs

구분 M SD F p Scheffe

GPF(a) 4.09 .539 

11.970 .000 a＞b,cBK21(b) 3.90 .589 

기타(c) 3.85 .685 

전체 3.93 .599 

주. M은 평균(mean), SD는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F는 F검정통계
량, p는 유의확률임(이하 Tables에서 동일).

3) 성별, 전공계열, 설립유형, 소재지 등 개인배경 요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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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earch interest by funding programs & enrolled 
semester

구분 M SD F p Scheffe

GPF석사(a) 4.02 .556 

10.378 .000
b＞c,e

d＞c,e

GPF박사(b) 4.12 .530 

BK21석사(c) 3.84 .603 

BK21박사(d) 4.01 .541 

기타석사(e) 3.75 .614 

기타박사(f) 4.05 .776 

전체 3.93 .599 

Table 7 Research self-efficacy by funding programs

구분 M SD F p Scheffe

GPF(a) 7.88 1.437 

8.571 .000 a＞b,cBK21(b) 7.54 1.603 

기타(c) 7.26 1.735 

전체 7.56 1.601 

Table 8 Research self-efficacy by funding programs & 
enrolled semester

구분 M SD F p Scheffe

GPF석사(a) 7.51 1.716 

8.005 .000
b＞c,e

d＞c,e

GPF박사(b) 8.07 1.241 

BK21석사(c) 7.41 1.636 

BK21박사(d) 7.81 1.493 

기타석사(e) 7.11 1.751 

기타박사(f) 7.57 1.673 

전체 7.56 1.601 

단과 기타 석사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

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6).

2. 연구효능감

재정지원유형에 따른 연구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GPF

집단의 응답평균이 7.88로 가장 높았고, BK21(7.54), 기타(7.27)

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GPF집단의 응답평균이 BK21과 기

타 집단보다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7). 

재정지원유형 및 석 ․ 박사 재학학기에 따른 연구효능감 차이

는 GPF박사집단의 응답평균이 8.07로 가장 높았고, BK21박

사(7.81), 기타박사(7.57), GPF 석사(7.51), BK21석사(7.41), 

기타석사(7.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특히 GPF

박사집단의 응답평균과 BK21박사집단의 응답평균이 BK21석

사집단과 기타 석사집단보다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

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8).

3. 연구생산성

재정지원유형에 따른 연구생산성의 차이를 분석할 결과, 학

술저널등재 준비 논문 원고편수, 학회참석횟수, 연구프로젝트 

참여횟수, 연구데이처 수집 참여 및 분석여부 항목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학술저널 등재

횟수, 학술저널 투고횟수, 학회원고 발표횟수에서는 GPF집단

이 기타집단보다, 학술저널 투고준비 논문편수에서는 GPF집단

이 BK21집단보다, 학회발표 준비중인 원고편수에는 GPF집단

이 BK21집단과 기타집단보다 대체로 유의미한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Table 9).

연구생산성을 재정지원유형 및 석 ․ 박사 재학학기에 따른 연

구생산성의 차이를 분석할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대체적으로 GPF박사집단이 GPF석사, BK21석사, 기타 석사집

단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였으며, BK21박사집단이 GPF석사, 

BK21석사, 기타 석사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구생산

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9 Research productivity by funding programs 

항목 구분 M SD F p scheffe

학술저널 
등재 횟수

GPF(a) 2.15 3.380

6.290 .002 a＞cBK21(b) 1.68 2.727

기타(c) 1.22 1.884

전체 1.71 2.778

학술저널 
투고 횟수

GPF(a) 1.69 2.915

3.932 .020 a＞cBK21(b) 1.27 2.522

기타(c) 1.06 1.807

전체 1.32 2.521

학술저널 
투고 준비 
논문 편수

GPF(a) 1.47 1.208

3.615 .027 a＞bBK21(b) 1.27 1.040

기타(c) 1.22 1.313

전체 1.30 1.119

학회 원고 
발표 횟수

GPF(a) 2.80 3.815

4.843 .008 a＞cBK21(b) 2.34 3.805

기타(c) 1.69 3.024

전체 2.33 3.716

학회 발표 
준비중인 
원고 편수

GPF(a) 1.16 1.708

7.380 .001 a＞b,cBK21(b) .94 1.178

기타(c) .70 .812

전체 .95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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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earch productivity by funding programs & 
enrolled semester

항목 구분 M SD F p scheffe

학술저널 
등재 횟수

GPF석사(a) .67 1.189 

25.575 .000

b＞a,c,e

d＞a,c,e

f＞a,e

GPF박사(b) 2.91 3.856 

BK21석사c) 1.20 1.801 

BK21박사(d) 2.69 3.852 

기타석사(e) .70 1.105 

기타박사(f) 2.27 2.587 

전체 1.71 2.778 

학술저널 
등재 준비 
논문원고 

편수

GPF석사(a) .71 1.153 

8.285 .000

b＞a

d＞a,c

f＞a

GPF박사(b) 1.64 2.344 

BK21석(c) 1.17 1.385 

BK21박(d) 1.79 2.794 

기타석사(e) 1.10 1.264 

기타박사(f) 2.00 2.586 

전체 1.36 1.969 

학술저널 
투고 횟수

GPF석사(a) .45 .870 

22.077 .000

b＞a,c,e

d＞a,c,e

f＞a

GPF박사(b) 2.32 3.359 

BK21석사(c) .84 1.510 

BK21박사(d) 2.20 3.716 

기타석사(e) .67 1.239 

기타박사(f) 1.85 2.428 

전체 1.32 2.521 

학술저널 
투고 준비 
논문 편수

GPF석사(a) 1.01 1.006 

15.347 .000

b＞a,c,e

d＞a,c,e

f＞a,c,e

GPF박사(b) 1.70 1.242 

BK21석사(c) 1.13 .968 

BK21박사(d) 1.57 1.121 

기타석사(e) 1.00 .988 

기타박사(f) 1.68 1.725 

전체 1.30 1.119 

학회 원고 
발표 횟수

GPF석사(a) 1.45 3.564 

23.117 .000
b＞a,c,e

d＞a,c,e

GPF박사(b) 3.47 3.777 

BK21석사(c) 1.61 2.410 

BK21박사(d) 3.88 5.425 

기타석사(e) 1.09 2.287 

기타박사(f) 2.92 3.876 

전체 2.33 3.716 

학회 발표 
준비중인 
원고 편수

GPF석사(a) .71 .949 

8.598 .000
b＞a,c,e

d＞e

GPF박사(b) 1.39 1.949 

BK21석(c) .86 1.207 

BK21박사(d) 1.12 1.095 

기타석사(e) .60 .729 

기타박사(f) .92 .929 

전체 .95 1.264 

Table 10 Continued

항목 구분 M SD F p scheffe

학회 참석 
횟수

GPF석사(a) 2.61 2.279 

25.497 .000

b＞a,c,e

d＞a,c,e

f＞a,c,e

GPF박사(b) 6.11 8.210 

BK21석(c) 3.27 2.896 

BK21박(d) 5.89 4.976 

기타석사(e) 2.85 2.760 

기타박사(f) 6.23 6.144 

전체 4.25 4.741 

연구프로젝
트 참여 

횟수

GPF석사(a) 1.80 1.724 

19.632 .000

b＞a,c,e

d＞a,c,e

f＞a,c,e

GPF박사(b) 3.26 2.401 

BK21석사(c) 2.37 2.183 

BK21박사(d) 3.74 3.208 

기타석사(e) 2.13 1.711 

기타박사(f) 3.84 3.393 

전체 2.79 2.554 

연구 데이터 
수집 참여 

여부

GPF석사(a) .74 .442 

2.897 .013 d＞e

GPF박사(b) .78 .412 

BK21석사(c) .78 .412 

BK21박사(d) .85 .360 

기타석사(e) .69 .465 

기타박사(f) .78 .415 

전체 .79 .411 

5. 연구성과기대

재정지원 유형에 따른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GPF집단의 응답평균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BK21 

(3.89), 기타(3.78)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GPF집단의 인식이 

BK21과 기타 집단보다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11).

재정 지원 유형 및 석 ․ 박사 재학학기에 따른 연구 성과에 대

한 기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GPF박사 집단의 응답평균이 

4.09로 가장 높았고, GPF석사(4.08), BK21박사(3.98), 기타 박

사(3.86), BK21 석사(3.84), 기타석사(3.74)의 순으로 나타났

다. 특히, GPF석사집단과 BK21박사집단의 응답평균이 기타석

사집단보다, 그리고 GPF박사 집단의 응답평균이 BK21과 기

Table 11 Research-outcome expectation by funding pro-
grams

구분 M SD F p Scheffe

GPF(a) 4.09 .585 

12.756 .000 a＞b,cBK21(b) 3.89 .674 

기타(c) 3.78 .754 

전체 3.91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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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esearch-outcome expectation by funding pro-
grams & enrolled semester

구분 M SD F p Scheffe

GPF석사(a) 4.08 .577 

6.922 .000

a＞e

b＞c,e

d＞e

GPF박사(b) 4.09 .592 

BK21석사(c) 3.84 .695 

BK21박사(d) 3.98 .618 

기타석사(e) 3.74 .721 

기타박사(f) 3.86 .816 

전체 3.91 .676 

타 석사 집단보다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12).

V. 논의, 시사점, 결론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GPF집단은 연구관심도, 연구효능감, 

연구생산성, 연구성과기대 측면에서 BK21 및 기타집단보다 높

은 연구관련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질

있는 인재의 효과적 선발을 나타내는 연구관심도와 연구효능감 

측면에서, 현재의 연구활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연구생산성 측

면에서, 그리고 미래의 연구자로서의 기대 또는 성장가능성을 

나타내는 연구성과기대 측면에서 다른 집단보다는 높은 수준을 

내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GPF 프로그램의 학생선발 및 성

과관리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수긍이 가는데, 월 250만원

에 달하는 장학금을 최장 5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프

로그램에 상당히 우수한 인재가 경쟁적으로 지원하였고, 학업 ․
연구계획서 심사, 발표평가, 인터뷰 등 다단계 평가(교육과학기

술부, 2011)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학자들로 구성된 

평가패널이 매년 창의력, 리더십, 국제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1년 단위로 학업 및 연구진척도를 명기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관리의 철저를 기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전국의 500개 사업단(팀)에 걸쳐 약 2만명

이 넘는 학생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원되고, 학생선발 역시 공개

적 경쟁보다는 교수 내지 학과차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BK21사업이 상대적으로 연구관련 성과변인들의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유형과 석 ․ 박사 재학학기를 구분해서 살펴

본 결과는 과연 GPF집단이 그러한 정부주도의 선발과 심사, 그

리고 엄정한 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책적 노력

과 학생에 대한 보상에 상응할만큼 충분하게 높은 연구관련 성

과변인에서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

을 낳게 한다. 물론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불과 2년

이 갓 지났고, 상대적으로 BK21사업의 경우 2단계 7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 단계의 평가는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4). 그러나, 연구관심도, 연구

효능감, 연구생산성, 연구성과기대 등 모든 변인들 간 비교에

서 GPF석사와 박사집단은 BK21사업의 동일재학학기 집단과 

비교하여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위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동 사업이 그 설계 ․ 운영 ․ 평가의 측면에서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음을 시사한다. 특히, GPF사업의 수혜학생들에게 다

소 과도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고,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다소 소

원해진다라는 문제점도 지적되는 등 이미 이 사업의 설계와 운

영에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5). 

또한, 본 연구결과는 그동안 정부의 대학원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집단형보다는 개인형 연구지원사업으로 선회하여야 한

다는 주장(이영, 2012)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BK21사업

의 설계 및 운영방식이 가진 한계점, 예를 들어 과도한 행정적 

부담, 양적인 연구성과 생산을 위한 부담, 사업단에 대한 세세

한 규제와 관리비용(김세균, 1999; 이덕로 외, 2009) 등이 분

명히 존재하지만 집단을 이루고 또 지도교수와의 지속적 만남

과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연구자로서의 

흥미유발, 자아 효능감 향상, 아이디어의 도출과 수렴, 연구방

법의 공유,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경쟁심 유발 등의 장점도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단계를 지나 본 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GPF사업은 학생선발과정, 보상의 정도, 지도교수와의 관계 등 

학생 교육 및 연구지도 등에서의 면 한 개선작업이 필요하고, 

BK21사업은 후속사업의 기획 및 운영의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

되어온 문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집단형 지원사업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

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정지원사업의 유무와 상

관없이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좋은 논문

을 쓰는 일에 급급하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학문의 동

향을 살필 줄 알며, 새로운 것을 창조할 줄 하는 능동적 학문 후

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과 지원에 노력할 때이다.

주제어: 연구관심도, 연구효능감, 연구생산성, 연구성과기대, 

대학원생, GPF사업, BK21사업

4) BK21 비수혜대학에 재학중인 GPF 수혜 학생과 BK21 수혜대학에 
재학 중인 GPF 수혜학생을 비교하면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BK21 수혜대학(동일 지도교수)에서 GPF는 
단지 장학금의 액수를 증가시켜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성과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가정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5) 향후 유사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수별 지도학생수의 변화가 교
수와의 관계 및 지도의 질(연구방향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를 
탐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공계 연구실의 학생수에 따
른 여러 차원의 만족도를 관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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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2년도 상명대학교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임. 또한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글로벌수준의 

박사양성 프로젝트 성과분석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

터 및 내용을 일부 활용하였음을 밝히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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