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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가 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서 인류 문

명 발달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

였다. 이에 역대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왔으며(이정재 외, 

2010), 과학기술분야 인재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추진하

고 있다(변순천 외, 2011). 실제 이러한 관심은 과학기술분야 

인재와 관련된 통계 지표의 개발 및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가원 외, 2011). 하지만 인재에 관한 통계 지표는 생산기관

별로 분산되어 조사·관리되고, 통계 내용에 있어서도 인재의 

양적인 면만을 주로 조사하고 있어 인재의 질적인 면을 파악하

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김창환, 2008).

과학기술분야 인재에 대한 관련 조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

계청)와 고용직업분류(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교육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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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나(이정재 

외, 2010),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범위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재

직자로만 한정되어 있다(변순천 외, 2011: 7). 아울러 이들의 

조사 분류 체계가 통일되지 않고, 특정한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분야 인재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세분화

된 전공과 직종 등에 대한 분류가 포함되어야 한다(조가원 외, 

2011).

과학기술분야 인재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행능력은 4단계의 ‘직능 수준(skill level)’으로 나타낼 수 있

는데, 이 때 ‘과학기술전문가’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능력

(의사소통, 창의력, 이해력 등)과 교육 수준(학사 이상)이 필요

하다(장혜원‧김혜원, 2015). 하지만 과학기술분야 인재와 관련

된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이 해당될 수 있고, 각 분야의 숙련자를 ‘전문가’로 

칭할 수도 있다. 더불어 각 과학기술 분야의 직무 특성이나 환

경 등을 배제한 ‘능력 정도’와 ‘학력’ 등만을 가지고 직능 수준

을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일부 직업은 교육

과정 등의 변화에 따라 직능 수준의 확정이 어렵다(통계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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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a skill level of human resourc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accomplish the goal 
of this study, precedent research was conducted and then, the draft of skill level for Human Resourc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HRST) was created by wrap-up meeting. The skill level of the HRST was finalized after confirming verification of 20 SMEs (Subject 
Matter Experts) from January to February 2016 by two time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kill level of the HRST cons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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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kill level were found to be mostly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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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skill 

level)을 학력, 경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

인 활동을 측정·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합리적인 통

계 기준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이 관련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현장 경력

과 자격증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도 구분될 수 있는 합리적

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상기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을 도출

한다. 둘째, 도출된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의 타당성

을 평가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과학기술분야 인재

이 연구에서 과학기술분야 인재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및 

학제간 융·복합 분야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경영관리·정책수

립·사업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학문적 역량, 기

술·기능 활용 역량, 직무 수행 역량 및 태도를 함양하거나, 잠

재력을 지닌 자(이창훈 외, 2016)를 뜻한다.

나. 직능 수준(skill level)

이 연구에서 직능 수준은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인재

(human resource)의 직무수행능력의 정도를 개인의 교육, 현

장 경력, 자격증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기준을 의미

한다.

II. 직능 수준

수입(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우리나라 직업구조 

및 실태에 맞도록 표준화한 것이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이하 KSCO)이다. 

KSCO는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인 직능

(skill)을 근거로 편제되며, 직능 수준(skill level)과 직능 유형

(skill specialization)을 고려하고 있다. 직능 수준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의미하며,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

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된다(통계

청, 2007).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에서 정의한 직능 수준은 정규교육

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적인 직업훈련

과 직업경험을 통해서도 얻게 된다. 따라서 분류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은 정규교육 수준에 의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직

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정 업무의 수행 능력이다. 이러한 

기본개념에 의하여 설정된 분류 체계는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

여 4개의 직능 수준으로 구분하고, 직무 능력이 정규교육(또는 

직업훈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국제표준교육

분류(ISCED-97)상의 교육과정 수준에 의하여 정의할 수 있다

(통계청, 2007).

III. 연구 절차 및 방법

이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을 도출하였다. 델파이 방법은 

적절한 해답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법(이종승, 2011: 276)으로 연구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를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효율

적인 방법(박도순, 2005: 228)이기 때문이다.

Table 1 Skill level classification

구분 필요 능력 필요 교육·훈련 수준 직무 분야
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와의 
연관성

제1수준
 •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육체적인 힘을 요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최소한의 문자이해와 수리적 사고능력이 
요구되는 간단한 직무교육으로 초등교육
이나 기초적인 교육

 • 간단한 수작업
 • 공구나 진공청소기, 전기 장비 이용한 

활동
수준1

제2수준
 •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한 계산능력,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

 • 중등 이상의 교육과정의 정규교육 이수  • 운송수단의 운전
 • 경찰 업무 수준4

제3수준
 • 복잡한 과업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높은 
수리계산이나 의사소통 능력

 • 중등교육을 마치고 1∼3년 정도의 추가
적인 교육과정(ISCED 수준5b)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직업훈련

 • 시험원
 •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의료관련 분류
 • 스포츠 관련 직업

수준5b

제4수준
 •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창의력 및 

의사소통 능력
 • 4년 또는 그 이상 계속하여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수준
 • 분석과 문제해결
 •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진료

수준5a 이상

자료: 통계청(2007).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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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델파이 패널은 어느 한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도록(이

정근, 1979: 63), 산업체, 초‧중등 및 대학교,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근무하는 전문가 25명을 1차 후보자로 선정

하였다. 선정 기준은 이종성(2001: 34)과 박도순(2008: 229)

의 제안을 고려하여 ①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경영 관리‧정책 

수립‧사업화 관련 업무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자, ② 과학기

술분야 인재 교육‧훈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③ 과학기술분

야 인재 교육‧훈련 분야 업무 경력 5년 이상 보유자 중, 한 가

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이후 유선 전화 및 전자 우

편을 통해 이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며 델파이 패널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는 자 2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델파이 패널 

수는 15~20명이 적합하고, 패널 수가 13인 이상일 때 .80 이

상의 신뢰도를 가진다(이창훈 외, 2016: 260; 재인용). 

셋째, 델파이 조사는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설문지는 Custer, Scarcella & 

Stewart(1999)의 제안을 준용하고 연구자가 문헌 고찰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 초안을 도출한 후, 각 수준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차 설문지는 교육학 박사 3인의 검토를 거쳐 보완하였다. 이 

때,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이정근, 1979: 62) 자유로운 의견을 추가적

으로 기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2016년 1월 15일~1월 

26일에 걸쳐 1차 설문지를 배포‧수집하였다. 2차 설문지는 1차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검토 후, 연구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반영하여 과학기술분야 인재 직능 수준을 수정

한 후, 타당성 정도를 5점 척도(5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때, 응답자의 1차 응답 결과

는 x로 표시하고, 다시 응답할 수 있는 응답란을 마련하였으

며, 설문지 항목의 중앙값은 Md로, 사분점간 범위는【 】로 

제시하였다(이창훈 외, 2016; 재인용). 2차 조사지는 2016년 

2월 24일~3월 2일에 걸쳐 배포 및 수집되었다.

평가 영역 ① ② ③ ④ ⑤

제 1수준
1 2

X

【3

Md

4 5】
1 2 3 4 5

<기타 의견>

Fig. 1 2차 설문지 구성 예시

넷째, 연구진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IBM 

SPSS Statistics 22를 활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중위

수, 사분범위, 내용 타당도, 합의도 및 수렴도를 산출하였다. 

이 때 ① 긍정률 80% 이상, ② 표준편차 0.8 미만, ③ 합의도 

0.75 이상, ④ 수렴도 0.5 이하, ⑤ 패널 수 20명 기준에 해당

하는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0.42 이

상)(Lawshe, 1975: 568)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타당도

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고재성, 2006; 박효정 외, 2008; 

박동열 외, 2010; 허영준 외, 2015, 이창훈 외, 2016), 그 내

용을 최종 확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 도출

이 연구에서 도출한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은 

Table 2와 같다.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은 국제표준

직업분류(ILO, 2012) 및 고용노동통계 직능 수준(1~4수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되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직능 수준이 과학기술분야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력, 경력, 자격증, 소속, 전공, 직무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도 직능 수준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과학기술분야 인재 직능 수준의 타당성 평가

이 연구에서 도출된 직능 수준 초안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

Table 2 The draft of skill level of human resourc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직능 수준
세부 기준 공통 요소

학력 경력 자격증 소속 직무 전공1) 기타

제1수준 무관 무관 무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산업, 연구 분야 등), 기타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학기술 경영관리,

과학기술 사업화 등

자연과학,

공학 및 기술,

의학,

농업생명공학,

사회과학,

인문학 및 예술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국내외 과학기술분야 
논문 보유, 

과학기술분야 국가 및 
기업 지원 사업 수혜 

경험 등

제2수준
고졸-

전문학사
2년 미만 기능사

제3수준 학사
2년 이상~

10년 미만
산업기사~기

사

제4수준 석･박사 10년 이상
기능장, 

기술사 이상

1) OECD(2012)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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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방형 문항을 통

해 추가 의견을 수집하였다.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에 대한 1차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평균 3.95~4.10, 표준편차 0.826~1.050, 긍정

률 79.0% ~82.0%로 나타나 델파이 패널 간 의견차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내용 타당도 비율(CVR)은 0.30~0.50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2수준(CVR=0.50)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타당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도는 0.50~0.63, 수렴도는 

0.75~1.00로 나타나 타당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한 기타 의견으로는 ‘① 제4수준 학

력(석·박사)의 타당성’, ‘② 제5수준 추가 검토’, ‘③ 학력은 구

분이 용이하나, 경력은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정규직으로 일을 한 경력을 연수(年數)

로 계산할지, 시간제 근무, 개인 원고 작업 등과 같은 경험도 

경력으로 환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 필요’, ‘④ 제2수준, 

제3수준, 제4수준의 경력 기준 기간 수정’, ‘⑤ 각 직능 수준별 

세부 기준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 예를 들어 학력, 경력, 자

격증 요소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그 중 2개 이상만 만

족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조건이 명확하지 않음. 만일 3가지 

이상 만족해야 한다면 기준이 엄격하다고 판단됨’, ‘⑥ 직능 수

준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예를 들어 최근 혁신 창업가

라 불리는 Mark Elliot Zuckerberg, Steven Paul Jobs, 

William Henry Gates 등과 같은 인물을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음’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모든 의견이 과학기술분야 인재

의 직능 수준 도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후, 2차안을 

Table 4와 같이 구안하였다.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 2차안은 총 1~5수준으로 구

분되고, 각 수준은 공통 조건과 선택 조건으로 결합된다. 공통 

조건은 모든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선택 조건 중 학력, 

현장 경력, 자격증 여부에 따라 최종 직능 수준이 결정된다. 이 

때 직능 수준은 실제 종사자의 학력 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

니며, 필요로 하는 최소 직능 기준을 의미한다(통계청 2007).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에 대한 2차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평균 4.15~4.30, 긍정률 83.0~86.0%, 표준

편차 0.470~0.745로 델파이 패널 간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타당도 비율(CVR)은 0.60~1.00, 합의도 

0.75~0.81 및 수렴도 0.38~0.50으로 나타나 델파이 패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 2차 수

정안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수집한 기타 의견으로는 ‘① 기업의 관

점에서 제2수준의 현장경력 기준을 3년 미만으로 조정 검토 

필요하며, 이는 1년 업무 습득, 2년 업무 실행, 3년 업무 개선

Table 3 The analysis result of 1st Delphi survey

직능 수준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

제1수준 3.95 1.050 79.0 4 4.00 3.00~5.00 0.40 3 5 4 0.50 1.00

제2수준 3.95 0.826 79.0 4 4.00 3.25~4.75 0.50 3.25 4.75 4 0.63 0.75

제3수준 4.10 0.852 82.0 4 4.00 3.00~5.00 0.40 3 5 4 0.50 1.00

제4수준 3.95 0.945 79.0 4 4.00 3.00~5.00 0.30 3 5 4 0.50 1.00

Table 4 The modified skill level of human resourc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직능 
수준

선택 조건(1개) 공통 조건(3개 이상 충족)

학력 현장 경력1) 자격증 소속 직무 전공 기타

제1수준 고졸 이하 무경험자 미보유

정부출연 연구소(원),

학교,

공공기관,  

산업체, 

창업가
(산업, 연구 분야 등), 

기타 기관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학기술 경영관리,

과학기술 정책수립,

과학기술 사업화활동
과학기술 관련 지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학제간 융·복합

◦ 국내·외 지식재산권 2건 이상 보
유(발명자 이상)

◦ 국내·외 과학기술 분야 논문 1편 
이상 보유(주저자 혹은 교신저자)

◦ 과학기술분야 국가 및 기업 지원 
사업 수혜·참여 경험 2회 이상
(연구조원 이상)

◦ 정부부처(장)이 인정 하는 과학기
술분야 관련 대회 수상자 혹은 
정부 포상 수상자

◦ 이외 사회 통념상 과학기술분야 
관련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 일체

제2수준
전문 

학사급
2년 미만

기능사~ 

산업기사 수준

제3수준 학사급
2년 이상

~ 7년 미만
기사 수준

제4수준 석사급
7년 이상

~ 15년 미만
기능장 수준

제5수준 박사급 15년 이상 기술사 수준

1) 현장경력은 상근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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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이 필요’, ‘② 자격증 중 기능장과 기술사는 과학기술분

야라는 영역에서 유지보수 기능과 기술개발 능력으로 나누어 

볼 때, 통념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이 바람직함’으

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협의회를 통해 상기 내용을 모두 고려

하여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 최종안을 Table 6과 같

이 도출하였다.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제1수준 인재의 경우, 공통 조건(학교 소속, 과학기술 경영관

리 직무, 공학 전공)과 선택 조건(자격증 미보유)을 의미한다. 

제5수준 인재의 경우, 공통 조건(창업가, 과학기술 사업화활동 

직무, 과학기술분야 논문 2편 보유)과 선택 조건(현장경력 15

년)을 만족하는 인재를 의미한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을 도출하는데 목

적이 있었다. 상기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 초안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2016년 1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을 도출하였다. 국제표

준직업분류 및 고용노동통계 상의 직능 수준을 고려하여 직능 

수준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학력, 경력, 자격증, 소속, 직무, 전

공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직능 수준이 결정되도록 구안하였다.

둘째,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 초안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명의 델파이 패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직능 수준이 타당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섯 가지에 이르는 개방형 의견이 제

시되었다. 연구진은 모든 의견을 고려하여 2차 수정안을 구안

하였으며, 2차 조사 결과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에 대

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이외 두 가지 의견이 추가적으로 확

인 후, 연구진 협의회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직능 수준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Table 5 The analysis result of 2nd Delphi survey

직능 수준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n 합의도 수렴도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중위수 최빈값 사분범위

제1수준 4.30 0.470 86.0 4 4 4~5 1.00 4 5 4 0.75 0.50

제2수준 4.20 0.523 84.0 4 4 4~4.75 0.90 4 4.75 4 0.81 0.38

제3수준 4.20 0.696 84.0 4 4 4~5 0.70 4 5 4 0.75 0.50

제4수준 4.15 0.745 83.0 4 4 4~5 0.60 4 5 4 0.75 0.50

제5수준 4.20 0.616 84.0 4 4 4~5 0.80 4 5 4 0.75 0.50

Table 6 Final skill level of human resourc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직능 
수준

선택 조건(1개) 공통 조건(3개 이상 충족)

교육
현장 경력1)

(상근)
자격증 소속 직무 전공 기타

제1수준 고졸 이하 무경력 미보유

정부출연 연구소(원),

학교,

공공기관,  

산업체, 

창업가
(산업, 연구 분야 등), 

기타 기관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학기술 경영관리,

과학기술 정책수립,

과학기술 사업화활동,

과학기술 관련 지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학제간 융·복합

◦ 국내·외 지식재산권 2건 이상 보
유(발명자 이상)

◦ 국내·외 과학기술 분야 논문 1편 
이상 보유(주저자 혹은 교신저자, 

제 2저자 이상의 공동저자의 경
우 50% 인정)

◦ 과학기술분야 국가 및 기업 지원 
사업 수혜·참여 경험 2회 이상
(연구보조원 이상)

◦ 정부부처(장)이 인정하는 과학기
술분야 관련 대회 수상자 혹은 
정부 포상 수상자

◦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 이외 사회 통념상 과학기술분야 

관련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 일체

제2수준
전문 

학사급
3년 미만

기능사~ 

산업기사

제3수준 학사급
3년 이상

~ 7년 미만
기사

제4수준 석사급
7년 이상

~ 15년 미만
기능장 이상

제5수준 박사급 15년 이상
기능장 혹은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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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구 결론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인재를 구성하고 있는 현

실성을 감안하여 직능 수준을 도출하였다. 이는 과학기술분야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하나의 직무 등급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도출한 직능 수준의 구분은 각 수준에 해

당하는 인재가 갖춰야 할 최소 요건을 의미하므로 각 과학기술

분야 세부 직종 내에서도 직능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직능 수준을 제시하는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과학기술인력의 증가로 관련 분야의 직업 분류 및 통

계 기준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한국표준직업

분류 개정 작업 시,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과학기술분

야 인재의 특성을 감안한 통계 지표 개선 등과 같은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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