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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보고)주문

○ 「기초과학연구원 5개년 계획(’13~’17)(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보고)함
2. 제안이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 운영 및 예산 등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반영하여
「기초과학연구원 5개년 계획(‘13~’17년)」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및 IBS 지원 필요성

□ 선진국 도약을 위해 창조성(Creativity)과 독창성(Originality) 중심의
선도형 R&D 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000년대 이후 저성장이 지속 되고 있으나, 모방 추격 전략의 한계로
*

R&D투자 규모 대비 질적 성과는 여전히 선진국과 큰 격차** 존재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 2010년대 4%대 ⇨ 2020년대 2%대 ⇨ 2030년대 1.7%(예상)
* SCI 논문 평균 피인용 횟수 : 2.93회(’02∼’06, 31위) ⇨ 3.77회(’07∼’11, 30위)

○ 과거 KIST와 KAIST가 국가의 전폭 지원을 통해 산업화를 이끈 것처럼,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선도적 세계적 기초과학 종합연구기관 필요

□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장기 대형 집단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세계적 성과 창출을 주도

○ 우리나라 기초연구는 양적 성장에 비해 세계적 성과 창출은 미흡
* 2001~2011년 우리나라 피인용 상위 1% 논문은 2,087편으로 세계 15위

*

○ 과학강국들은 일찍부터 대형 기초과학 종합연구기관 을 운영 중인 바,
*

우리나라도 풀뿌리 개인연구와 병행하여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성과 창출을 전담할 주체로서 IBS 를 육성 지원 필요

* MPG(독일), RIKEN(일본), LBNL(미국), CNRS(프랑스) 등
- i -

2

비전과 전략

□ 비전, 핵심활동, 운영원칙
○ 비전(Vision)은 IBS의 근본적 지향점으로, 기초과학 연구로 국가를
넘어 인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도록 국격을 높인다는 의미를 내포

○ 핵심활동(key activities)은 IBS가 단계적 목표를 달성하고 비전의
실현을 위해 영구적,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다섯 가지 주요 활동

○ 기본원칙(principles)은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우선 고려할 4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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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발전목표
○ (1단계, 2013~2017년) 국가 기초과학 거점으로 조성
- 기초과학의 핵심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Top 1% 과학자 300명을

포함한 인재 3,000명이 모여 연구 생태계와 패러다임의 질적 전환 주도
- 세계적 과학커뮤니티*와 협력을 통해 기초과학 리더로 자리매김

* Royal Society(영국) 등과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해 국가 미래를 이끌 젊은 과학자 육성
- 연구영향력(논문 피인용 횟수,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등) 국내
1위, 세계 30위권 연구기관

※ 파스퇴르 연구소(연구인력 약 3,600명, 예산 약 4,010억원) : 2001~2011년
10년간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203편, 세계 35위(대학 제외)

○ (2단계, 2018~2022년)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 선도적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전체의 연구역량을 견인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성공 모델 제시
- 연구자들의 학문적 영향력과 명성(academic reputation)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세계적 과학커뮤니티 구성원 다수 배출

·

- 축적된 지식의 응용 개발 활성화로 사회 파급효과 확산
- 연구영향력 기준 세계 20위권 연구기관

※ LBNL(인력 약 4,200명, 연간예산 약 8,800억원) 24위(10년간 326편)

○ (3단계, 2023~2030년) 글로벌 기초과학 패러다임 주도
-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글로벌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연구역량 확보
- 인류 진보를 이룰 만한 새로운 지식과 비전 제시
- 과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주요 수상자 배출
- 연구영향력 기준 세계 10위권 연구기관

※ RIKEN(인력 약 3,400명, 연간예산 약 9,500억원) 9위(10년간 524편),
MPG(인력 약 16,900명, 연간예산 약 2조 2,000억원) 1위(10년간 2,67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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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

목 표

국가 기초과학 거점으로 조성

기본방향

◇ 본원 및 캠퍼스, 중이온가속기, 첨단 연구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여
기초연구의 허브 조성
◇ 우수인재들이 모여 자율적 연구환경을 바탕으로 질적 성과 창출을
확대하고 R&D패러다임 변화 주도
◇ 국내외 연구기관과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의 학문 리더 역할 수행
3대 추진전략

기초과학의
핵심 기반 조성

세계의 인재를 모으고
키우는 연구조직 구성

소통과 협력을 통한
‘IBS 리더십’강화

중점과제

1-1. 연구원 건축 및 지역적 연계 효과 창출
1-2. 중이온가속기 구축
1-3. 중이온가속기 활용 계획 수립
1-4.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공동활용 촉진
2-1. 과학자가 중심이 되는 연구단 구성
2-2. 우수과학자의 유치 및 인재 육성
2-3. 인재의 성장을 돕는 제도적 기반 마련
2-4. 연구 패러다임을 바꾸는 질적 평가체계 도입
2-5. 연구몰입을 위한 종합 서비스 지원
3-1. 협력이 활발한 연구 생태계 선도
3-2. 기초과학 연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3-3. 연구원 지식의 공유 및 확산
3-4. 과학과 비즈니스의 시너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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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기초과학의 핵심 기반 조성

○ 본원 및 캠퍼스에 연구 시설 및 공간을 건축하고, 특히 본원은
엑스포 과학공원 재개발(사이언스파크)과 연계

- 본원(도룡지구)과 캠퍼스(유치기관)의 주요 연구 및 행정 시설과

국내외 연구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둔곡지구 활용)

< 그림 > 도룡지구 연구원 본원 건축 추진 계획

2013년

~

2014년

~
실시계획 수립
건축 설계

․개발계획 수립 ⇨ ․
․

2015년 초

⇨ ․착공

2016년 말

⇨ ․준공

○ 세계 최고 성능 의 중이온가속기 구축 및 활용 확대
*

* RI빔에너지가 250MeV/u로 현재 운영 또는 건설 중인 가속기 중 최고 수준

- 2017년까지 주요 장치를 구축하고, 2019년까지 준공(신동지구)
- 해외 가속기연구소*와의 기술협력 및 장치 공동개발

* MSU(미국), CERN(EU), Fermilab(미국) 등

- 포항가속기를 포함한 대형 가속기 통합 운영을 위해 2015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가속기 연구소 설립 추진

< 그림 > 중이온가속기 제작 세부 추진 계획

○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공동활용 촉진
- 본원 및 캠퍼스별로 소관 연구단의 연구 분야와 연계하여 특성화를

유도하고, 대형 시설 장비를 집적

·

- 장비의 공동활용 및 유지 보수 등을 전담하는 핵심연구장비센터를

구축하고, 전문기술조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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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세계의 인재를 모으고 키우는 연구조직 구성

○ 세계적 수준의 연구단 구성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정평가를 실시(후보자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2017년까지 50개 연구단을 구성
- 수월성 확보를 위해 연구단장과 그룹리더 선정 절차 강화

○ 연구단의 전략적 구성과 유연한 운영
- 2014년부터 본원 중심으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원 조기 정착
- 대형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단(총 연구비 100억원 내외)과 더불어,

소규모 연구단(40~60억원 수준)의 병행 도입

○ 효율적인 연구단의 운영 추진
- 그룹리더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현 연구단장 소속(지휘감독)을

·

유지하되 선정 평가기준은 강화하고 필요시 연구단 내 공동연구
단장 운영
- 공동연구단장과 그룹리더 운영은 연구 분야 및 연구단별 특성에

따라 연구단장의 책임 하에 운영

○ ‘창의연구단장급’ 수행 과학자 이상의 우수 연구자와 그 수준(혹은
이상)의 잠재력을 보인 젊은 연구자들을 연구단장, 그룹리더로
영입하여 장기· 집단연구 기회를 제공

○ 세계의 우수과학자들을 유치하고 젊은 연구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 ‘세계 Top 1% 과학자 300명(과학기술 분야 주요 수상자, 피인용도

상위 1% 논문 게재 과학자) 유치계획’을 통한 우수과학자 유치
- ‘IBS Young Scientist’, ‘IBS Senior Scientist’ 프로그램을 통해 젊

은 연구자들에게 독립적 연구수행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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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월성 중심의 질적 평가체계 도입
- 연구단별 평가위원회를 해당 분야의 세계적 석학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동료평가 실시
- 연구자들의 ‘학문적 명성(academic reputation)*’과 ‘새로운 학문에

대한 도전**’ 위주의 평가 시행

* 세계적 권위의 학술기구의 회원 선정, 주요 초청 강연 및 수상 경력, 저명한
학술지의 편집위원 선정 등
* 기존 학문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도전적 시도와 새로운 의제 설정 노력 등
< 그림 > 3년 주기 연구단 성과평가 방안

평가주체 선정
해당 분야 석학 및
전문가(공정성
검증을 위한
외부전문가 추가 참여)

평가과정
⇨
⇨

논문 등 자료 검증을 통한 성과 및
연구자의 질적 우수성 평가

공개 학술대회, 인터뷰 등을 통한
연구단 운영 전반 심층 평가

평가 결과
⇨
⇨

연구방향 재검토 및
연구문제 해결에
활용

○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연구자들에게 연구 방향, 예산, 인력 구성 등 연구단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람 중심 연구’의 운영 철학 구현

·

- 연구단별 행정 기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연구 행정을 지원
- 주요 연구지원조직에 대한 연구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평가 추진
- 영문 생활안내 책자 발간, 국내정착 생활 편의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연구자의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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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소통과 협력을 통한 ‘IBS 리더십’ 강화

○ ‘(가칭) IBS Partner Lab.’을 대학 및 출연(연)과의 협력 거점으로 활용

- IBS 연구단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거나, 기초연구성과를 응용 개발로

확산 가능한 분야의 연구집단을 ‘IBS Partner Lab.’으로 선정 및 지원*

* 기존 연구단 연구주제와 연계하여, 연구단이 필요로 하는 외부 거점(대학,
연구기관 등)에 설치하고 연구비는 유연하게 지원

○

세계적 연구기관과 협력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Royal Society(영국), CNRS(프랑스), Inserm(프랑스) 등의 세계적

·

연구기관과의 연구인력 교류, 연구협력협의체 등 구성 운영

2013년

․MOU 체결

< 그림 > Royal Society와의 단계적 협력 방안
2014년

2015년

2016년 말~

단기
․신진연구자 장기
⇨ ․공동 워크숍 개최 ⇨ ․신진연구자
⇨
교류(10명 내외)
교류(30~40명)

·

- 와이즈만 연구소(이스라엘), 아태이론물리센터, 주한 독일 영국

대사관 등과 국제 컨퍼런스 등 교류프로그램 상시 또는 수시 개최

·

- MPG(독일), RIKEN(일본), IAS(미국) 등과 연구관리 지원인력의

상시적 교류를 통해 선진 연구지원 및 행정 시스템 벤치마킹

○ 해외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국내 과학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
○ 과학전문지 발간, 컨퍼런스 개최, 지식나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구원에서 생산한 지식을 사회와 공유

○ 과학과 비즈니스의 결합을 통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촉진
- Max Planck Innovation(독일), Yeda(이스라엘) 등 선진 기초과학

연구기관들의 사업화 전문조직을 벤치마킹
- 대덕특구 출연(연) 공동 TLO와의 연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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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개년 조직‧인력‧예산 운용 계획

□ 2013~2017년 조직 단위별 세부 운용 계획
조직 단위

2017년 계획
․연구단 조직의 구성 운영 방식 다양화
․‘(가칭) 연구단장 회의(IBS Directors’ Assembly)‘ 구성 개최
․50개 연구단의 유형별(본원, 캠퍼스, 외부)설치 완료

연구단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단

․중이온가속기의 구축을 위한 조직 운영 효율화
․사업단 하부 조직의 점진적 육성
․연구지원 전문화를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연구지원,

사무처

과학사업화, 연구시설 장비 관리, 해외사무소, 건설관리 등)

□ 2013~2017년 소요 예산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

구분

(단위 : 억원)

2012년*

~

2013년 2014～2017년

계**

(2,260)

2,568

43,932

(IBS 운영 및 연구단 지원,
대형시설 장비 구축, 해외기관 유치 등)

(1,656)

1,880

31,920

(604)

688

12,012

기초연구 지원

연구시설 구축 및 연구기반 조성

(IBS 건설, 중이온가속기 건설 등)

총계
46,500

(48,760)***

33,800
(35,456)

12,700
(13,304)

* ~2012년은 기 투입 예산(2011, 2012년), 포함 시 예산은 괄호로 표시
* 총 예산은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따른 소요예산(기능지구 지원예산 제외)이며,
KDI 적정성 검토 결과 및 연구단 운영 개선 방안 등의 반영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기능지구 지원 예산(3,040억원) 포함 시 총계는 51,800억 원임.
4. 참고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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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수립배경 및 추진체계

1.

수립배경 및 의의

□ 세계 각국은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 이를 성장동력화하려는 경쟁 심화

○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뇌, 그래핀 등 기초과학의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장기 투자하여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

○ 중국 등 후발국가들도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 해외 유학생
귀국 지원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자 노력

□ 창의와 융합을 강조하는 ‘창조경제’가 새 국정 비전으로 대두
○ 선진국과 후발국가 사이에 고착된 우리나라는, 창조경제를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전환하여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

○ 독창성과 융합 가능성이 핵심적 특징인 기초과학은, 창조경제를
선도할 ‘지식의 플랫폼’으로서 큰 잠재력 보유

□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기관으로서,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창출을 선도

○

IBS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며, 이 법의 21조는 ‘5개년 계획’ 수립과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시

제21조(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① 원장은 연구원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계획(이하 “5개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향후 5년간의 주요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5개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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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와 경과

□ 추진 체계
○ 기관 ‘5개년 계획 수립 위원회’가 수립 과정을 총괄하여, 각 분과
위원회들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전체 계획을 도출
5개년 계획 수립 위원회
(위원장 : 원장)

전문가
자문위원회

실무추진반

환경분석 및
비전도출 분과

연구단 구성
분과

연구환경 구축
분과

협력 및
지식확산 분과

인프라 구축
분과

전략기획팀

연구평가팀
전략기획팀
정책연구팀
인재경영팀

연구지원팀
연구평가팀
전산지원팀
구매장비팀

연구지원팀
홍보문화팀
지식확산팀
전략기획팀

전략기획팀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단
구매장비팀

○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계획의 타당성을 자문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 추진 경과
○ 기초과학연구원 법인 설립 및 초대 오세정 원장 선임(’11.11)
○ 중장기 발전계획(2013~2030)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12.12)
○ 5개년 계획(2013~2017) 수립 계획 확정(’13.2)
○ 5개년 계획 초안 마련(’13.4)
○ 발전위원회, 과학벨트 정책자문위원회 5개년 계획 초안 검토(’13.4~5)
○ 5개년 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총 4회)
○ IBS 연구단 방향에 관한 공개 토론회 개최(’13.9)
○ 5개년 계획(안) 확정(’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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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국내외 기초과학 연구 환경 분석

1.

해외 현황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과‘세계 인재 전쟁’격화

□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패러다임 전환
○ 유형자산보다 지식기반자본이 가치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
○ 지식기반사회의 글로벌 경쟁은 독창적 지식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싸움으로, 지식 발견의 주체인 창의적 인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화

□ 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 부각
○ 독일, 이스라엘 등 기초과학 기반이 튼튼한 국가들은 자국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 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증대

○ 국가적 매력도가 높은 미국과 싱가포르 등은, 연구비 지원 뿐 아니라
좋은 처우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고급 인재들을 흡수

○

중국은 후발국가로서 단기간에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 자국
출신 해외 유학생의 대규모 귀국 지원*에 주력

* 개혁개방 이후 총 63만 여 명이 돌아왔으며, 2010년에만 135,000여 명이 귀국

□ 인재의 유치 뿐 아니라 체계적인 조기 육성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
○ 수학, 과학 분야 우수성과는 연구자의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경향 존재
*

*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23명을 분석한 결과, 수상 업적은 대개 학위 취득 후
7년 내에 발표되고, 이를 기반으로 60대 이후 수상하는 경향 증가

○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은 젊은 연구자들의 창의성을 조기에 발현
하고, 연구 경험을 축적해주기 위한 육성 프로그램* 운영

*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의 MPG Research Group, 이스라엘 국방
연구소의 탈피오트(Talpiot)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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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연구환경 확산

□

세계 각국은 기초과학 연구기관을 설립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창의와 자율의 연구환경 제공

○ 선진국 은 물론이고, 후발국가 들도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

**

일찍부터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운영

* 특히 독일(1948년 MPG 설립), 이스라엘(1949년 와이즈만 연구소(WIS) 설립),
일본(1917년 이화학연구소(RIKEN) 설립) 등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한
선진국들이 기초과학 연구기관을 집중 육성
** 중국(1949년 중국과학원(CAS) 설립)과 인도(1898년 인도과학원(IISc) 설립) 등

○ 각국의 기초과학 연구기관들은 모험적 연구를 통한 창의적 성과
창출을 주도*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과학역량을 견인

* 1981~2010년 노벨과학상 수상자 5명 이상 배출한 7개 기관 중 2개(MPG,
하워드휴즈 의학연구소(HHMI))와, 2001~2011년 세계 피인용 1% 논문 보유
상위 10개 기관 중 2개(MPG, CAS)가 기초과학 연구기관임.
< 표 > 해외 주요 기초과학 종합 연구기관과 IBS의 운영 현황 비교

구분

설립
연도

MPG(독일)

RIKEN(일본)

1948년

1917년

LBNL(미국) CNRS(프랑스)
1931년

연구 82개 독립특화 전국 9개 지역에 5개 연구분야
조직 연구소(MPI) 운영 산하 연구소 운영 15개 부서 운영
인력
예산

16,918명('13)

3,397명(’12)

15.3억 유로('13) 900억 엔('12)
(약 2조 2,078억원) (약 9,810억원)

약 4,200명(’11)

IBS(한국)

1939년

2011년

산하 10개
연구소 운영

50개 연구단
운영(’17)

약 30,000명(’13)

약 3,000명(’17)

8.3억 달러(’11) 34억 유로(’13)
약 4,000억원대(’17)
(약 9,013억원) (약 4조 9,062억원)

□ 연구자 중심의 선진적 운영시스템 구축
○ 자연계의 원리와 지식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초과학은, 연구자들이
학문적 호기심에서 출발해 연구에만 장기 집중할 수 있어야함.

○ 이를 위해 선진 기관들은 연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연구자에게
부여하고, 과제가 아닌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소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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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의 대형화와 사회․경제 분야와의 연계 강화

□ 대형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하려는 노력 활발
○ 선진국들은 큰 수익이 기대되는 기초과학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 집중
- 미국은 뇌 연구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두뇌활동 지도(Brain
Activity Map)’ 프로젝트에 10년간 30억 달러(약 3조 2,000억원)를 투자
- EU도 ‘미래기술 플래그십*’의 지원 대상으로 인간 뇌와 그래핀을

선정하고, 10년 간 각각 10억 유로(약 1조 4,560억원)씩을 투자
- 일본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대형가속기의 차세대 기종인

국제선형가속기(ILC) 유치(총 구축비용 약 9조 9,000억원)를 추진

○ 중국도 총 R&D투자를 2002년부터 10년간 연평균 23.6%씩 증액
□ 대형 기초과학 연구기관을 구심으로 전체 생태계 차원의 협력 관계 확산
○ 이중소속제와 연계 대학원 등을 활용한 학-연 인력 교류 활성화
○ 기초과학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응용 개발분야와 공동연구 확산
*

* MPG와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RG)는 기초부터 응용개발을 아우르는 공동연구
그룹(Max Planck-Fraunhofer Group on Computational Mechanics of Polycrystals) 운영

○ 산업계로의 지식 이전 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 제공
*

* MPG와 WIS의 사업화 전문 법인 운영, RIKEN의 ‘Baton Zone’ 프로그램 등

□ 대형 융복합 연구에 필수적인 대형 연구시설의 구축 증대
○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기초과학은 성능이 우수한

대형

연구시설로부터 얻은 실험 결과가 연구의 성패를 크게 좌우

○

또한 학제 간 융합연구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허브*로서도 활용도
가 높아, 세계적으로 첨단 대형 연구시설의 확충 경쟁** 활발

* CERN의 대형강입자가속기는 세계 물리학 연구의 메카로서 해마다 8,000여
명이 방문연구를 하고, 1981~2010년 간 4명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배출
* 다수의대형가속기를보유한미국은희귀동위원소와우주진화를연구할FRIB(Facility
for Rare Isotope Beams)을 건설하고 있으며, 중국도 중이온가속기 추가 건설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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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현황

 우수인재의 유출입 불균형 심화

□

국내 연구환경의 매력도가 크게 저하됨에 따라, 해외에 비해
인재 유입 요소가 부족

○ 청년층의 이공계 기피로 연구인력의 고령화가 지속

*

* 연구인력의 20~30대와 40대 이상 비율 : (2002년) 72.1 대 27.9 ⇨ (2011년) 65.1 대 34.9

○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심화

- IMD 세계경쟁력연감의 우리나라 두뇌유출지수*는 최근 계속 악화

* (2010년) 3.69(세계 42위) ⇨ (2011년) 3.68(세계 44위) ⇨ (2012년) 3.40(세계 49위)

- 한국 출신 해외 이공계 박사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수도 지속 하락*

* (2009년) 537명 ⇨ (2010년) 508명 ⇨ (2011년) 274명

- 2010년 과학영재교육원과 과학고 재학 중인 젊은 학생들의 해외 유학

의향도 약 79%로 나타나, 인재의 해외 유출이 장기화될 우려 존재

○ 반면 해외 인재들을 국내로 영입할 유인체계는 부족

- 2010년 우리나라 해외고급인력 유인지수는 4.58(세계 33위)*

* 2010년 기준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 중, 교수, 연구, 기술지도 등 고급기술
인력 비자군의 비중은 8%에 불과

- 해외 주재 인재들은 현지의 좋은 근무여건과 높은 사회적 인식에

비해, 국내 기관의 지위는 낮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

* 해외 주재 인재들의 국내 희망 직장은 대학과 연구소이나, ‘SIR 월드리포트
2012’의 세계 연구기관 순위 100위권에 포함되는 국내 대학은 1개(51위 서울대)
뿐이며, 출연(연)은 600위권에 1개 기관(589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만이 포함

○ 이러한 유출입 불균형 심화로, 미래 9대 유망산업

*

분야에 대해

2020년까지 약 9만 명의 과학기술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친환경에너지, 환경기술, 바이오의약, 로봇기술, 신소재나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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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중심의 선도적 국가 기초과학 연구기관 부족

□

기존 출연(연)들의 연구는 공공복지 및 경제성장에 필요한 응용
개발분야에 치중하며, 운영시스템 또한 생산성과 효율성에 초점

○ 출연(연) 연구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력 산업과
연계성*이 높음.

* 전기/전자(15.3%), 정보/통신(14.8%), 기계(13.3%)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기초과학
5개 분야(수학, 생명과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는 모두 합쳐 15.4% 수준

○ 연구사업은 단기-중규모 위주 로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만 확보할 수
*

있으며, 성과평가도 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정량적 목표에 대한
달성률 측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연구자들의 부담을 가중

* 2012년 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사업의 평균 기간은 3.8년, 평균 연구비는 10.8억원

○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연구자들이 모험적 연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성과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중소형 연구들을 여러 개 수행하는 결과를 양산

□

대학이 전담한 개인 중심의 기초연구는 기초과학 저변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세계 수준의 수월적 성과 창출에는 미흡

○ 대학은 2007~2010년 정부R&D사업 기초연구과제 SCI 논문 수 의
*

80% 이상을 생산함으로써 기초연구의 양적 성장에 기여

* 기초연구과제 SCI논문 수(대학의 비중) : (2007년) 8,544(82.8%) ⇨ (2008년)
11,683(83.5%) ⇨ (2009년) 11,890(85.1%) ⇨ (2010년) 13,285(82.6%)

○ 그러나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등 질적 영향력은 부족함.

* 2001~2011년 세계 기관별 피인용 상위 1% 논문 보유 순위에서 국내 대학은
서울대(118위), 연세대(284위), 고려대(292위), KAIST(338위) 순임.

○ 이러한 개별 대학 중심의 풀뿌리 사업은 국내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 효과는 있겠으나, 세계 수준에서 경쟁 가능한 영향력 있는
대형 연구성과를 창출하기는 어려운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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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R&D 플랫폼 필요성 제기

□

2000년대 이후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창조경제’가 등장

○ 저출산 고령화, 투자위축 등으로 인해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하여,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 필요

○ 모방보다 창조를 지향하는 독창성(Originality) 중심의 선도형 R&D로
□

전환이 시급하며, 창조경제가 그 대안적 방향을 제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R&D 주체들의 역량을 새롭게
결합하고 그 효과를 상호 파급시킬 수 있는 플랫폼 필요

○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적 지식 창출, 과학 문화 산업의 융합,
과학기술 사업화에 있으며,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 구성 필요

○ 창조경제형 혁신 생태계는 기존 대덕특구와 새로운 성장거점인
과학벨트를 묶고, 신구 R&D 주체들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구성

< 그림 > 창조경제형 혁신 생태계

□ 현대과학의 주도권을 확보할 세계 수준의 대형 연구시설도 필요
○ 과학의 거대화, 융복합화 추세로 대형 연구시설은 지식 진보는 물론,
○

학제 간 융합과 글로벌 협력, 신산업 창출 등의 파급효과를 창출
특히 대형 가속기는 핵 입자물리학의 핵심연구시설로서, 우주와
자연계의 근본 원리 규명에 기여*하고 응용과학에도 활용 가능

* 희귀동위원소 가속용 중이온가속기는 과학저술가 존 베카가 세계의 석학들과
함께 쓴「세계 20대 미해결 과제」중 10개 과제의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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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비전과 전략

1.

기관 현황

□ 설립 근거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 27)
(설립 목적)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과 원천기술 확보
(기관 성격) 독립법인으로 정부출연(연)법에 의한 연구회 소속 배제
(원장) 대통령이 임면(이사회 해임건의 가능), 임기 5년(연임 가능)

□ 임무
기초과학연구원의 임무는 연구조직의 기본단위인 연구단이 수행하는 ‘주요
임무’와 이외의 ‘기타 임무’로 구분

○ 주요 임무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및 기초과학 기반 순수 기초연구로

기존 대학이나 출연(연)과 차별화된 대형 장기 집단 연구 수행

* 자연과학의 기초 원리와 이론에 대한 학문

- 차세대 기초과학 연구리더 육성
- 과학벨트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기초과학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기타 임무

- 기초과학연구 분야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활용
-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연구기관 유치 지원
- 기초과학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연구성과 관리 이전 활용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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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기초과학연구원의 임무 차별성 >

□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존 출연(연) 및 대학 비교
구 분
임무
연구분야
연구조직

기초과학연구원
세계적 과학지식 창출
기초과학연구
중대형 집단연구
대형 장비기반 연구

출연(연)
대 학
원천기술개발
인력양성과 연구
응용․개발연구
기초․응용연구
중규모 프로젝트기반 개인․소규모 프로젝트
연구
기반 연구

연구단단위 중심으로 단일주제 부서단위 중심으로 교수연구실단위 중심으로
몰입연구
복수의 프로젝트 수행 복수의 프로젝트 수행

□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비교
구분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자연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기초 및 공공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정립하기 위한 기초과학* 연구
* 핵융합에너지, 천문우주과학,
연구분야 *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한의학, 측정과학,
및 내용 지구과학 등
우주항공, 원자력 등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하기 힘든 ․중규모 프로젝트 기반 연구 수행
대형 장기 집단 연구 수행
․우주의 기원 규명 혹은 자연계의 ․물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공공이익의
새로운 물리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증진이나 산업계 이윤 창출에 필요한
연구에 초점
기술 개발에 초점
(핵입자 천체물리학 지하실험 연구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이해하기 : 국가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 향상,
대표적 위한 암흑물질 및 에너지 연구
측정과학기술 연구개발, 측정표준
사례 : (강상관계 물질 기능성 계면 연구단) 보급 및 서비스
물리학 : 전자 간 강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야 산화물 계면을 조절하여, 계면에서 : 원자로 핵연료주기 및 원자력이용
일어나는 새로운 물리 현상 발견
신에너지기술 연구개발, 방사선
응용과학 연구개발, 원자력
(나노 구조 물리 연구단)
: 저차원구조 및 저차원 하이브리드 기초기반기술 연구
복합구조의 새로운 다기능적 물리 (국가핵융합연구소)
특성을 발굴
: 한국형 핵융합로 건설 및 상용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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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2013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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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 총 918명

(연구 참여 인력 기준, 정규직 295명 포함)
(단위 : 명, 2013년 11월 기준, 음영의 숫자는 정규직)

구분
연
구
단

연구직
행정 기술직 학생
연구단장 그룹리더 영년직 비영년직 정규직 위촉직
3

2

0

28

2

12

11

캠퍼스

11

12

12

87

10

46

195

외부

5

4

1

1

본원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단

사업단장 그룹리더 정규직

사무처

임원
2

※ 박사학위자 223명

83

27

연구직

행정직

12

167

701

위촉직 정규직 위촉직 학생
46

기술직

20

11

5

51

18

비정규직

10

24

계
계

108

계

109

□ 예산

(중이온가속기 구축 사업 예산 4,2000백만원 포함)

구분
Ⅰ

예산

구분

예산

188,006

1. 기관운영비

179,104

1. 사업단인건비

3,579

12,248

2. 사무처인건비

6,565

2. 특수사업비

․시설비

3. 급여성경비

386

162,133

4. 법정부담금

1,718

8,902
8,902
44,060

1. 정부수탁사업

43,500

․이자수입 등

560
560

. 연구사업비

205,158

1. 기관고유사업

162,133

Ⅱ

․기초과학연구단
․연구단평가지원
․기초과학정책
2. 정부수탁사업
. 경상운영비

Ⅲ

232,066

158,333
3,000
800
43,025
5,758

. 시설비

8,902

1. 연구 사무공간

2,542

Ⅳ

계

12,248

4,723

. 자체수입

2. 기타수입

Ⅰ

. 인건비

지출

. 정부출연금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비

Ⅱ

수입

(단위 : 백만원)

2. 전산정보시스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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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
232,066

2.

비전

□ 비전, 핵심활동, 운영원칙
○ 비전(Vision)은 IBS의 근본적 지향점으로, 기초과학 연구로 국가를
넘어 인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도록 국격을 높인다는 의미를 내포

○ 핵심활동(key activities)은 IBS가 단계적 목표를 달성하고 비전의
실현을 위해 영구적,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다섯 가지 주요 활동

○ 기본원칙(principles)은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우선 고려할 4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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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발전목표(Obj ectives by phase)
○ (1단계, 2013~2017년) 국가 기초과학 거점으로 조성
- 기초과학 핵심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Top 1% 과학자 300명을

포함한 인재 3,000명이 모여 연구 생태계와 패러다임의 질적 전환 주도
- 세계적 과학커뮤니티*와 협력을 통해 기초과학 리더로 자리매김

* Royal Society(영국) 등과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해 국가 미래를 이끌 젊은 과학자 육성
- 연구영향력(논문 피인용 횟수,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등) 국내
1위, 세계 30위권 연구기관

※ 파스퇴르 연구소(연구인력 약 3,600명, 예산 약 4,010억원) : 2001~2011년
10년간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203편, 세계 35위(대학 제외)

○ (2단계, 2018~2022년)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 선도적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전체의 연구역량을 견인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성공 모델 제시
- 연구자들의 학문적 영향력과 명성(academic reputation)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세계적 과학커뮤니티 구성원 다수 배출

·

- 축적된 지식의 응용 개발 활성화로 사회 파급효과 확산
- 연구영향력 기준 세계 20위권 연구기관

※ LBNL(인력 약 4,200명, 연간예산 약 8,800억원) 24위(10년간 326편)

○ (3단계, 2023~2030년) 글로벌 기초과학 패러다임 주도

-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글로벌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연구역량 확보
- 인류 진보를 이룰 만한 새로운 지식과 비전 제시
- 과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주요 수상자 배출
- 연구영향력 기준 세계 10위권 연구기관

※ RIKEN(인력 약 3,400명, 연간예산 약 9,500억원) 9위(10년간 524편),
MPG(인력 약 16,900명, 연간예산 약 2조 2,000억원) 1위(10년간 2,67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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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의 특성과 역할

 국가R&D의 새로운 플랫폼 역할 수행

□ 창조경제, 창의사회를 향한 비전 제시자(Vision Provider)로서 기능
○ IBS는 국가R&D체제의 플랫폼으로서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
○ 한국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올라서도록, 세계 기초과학 연구
흐름과 패러다임을 주도할 지식 창출

○ 기초과학을 통해 국부 증진, 신산업 창출, 삶의 질 향상,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 지식의 확산 등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확산

□ 새로운 R&D 패러다임 선도 및 전파
○ 최고의 연구자들이 창의적 지식 탐구에만 장기간 집중할 수 있도록,
○

국내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새로운 R&D 패러다임을 구현
과학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 중심 원칙’ 보장, 관리보다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연구지원, 대학과 출연(연)과 연계하는 개방형
모델 등 선진 연구기관에서 효과가 입증된 운영 시스템 도입

< 그림 > 국가 R&D의 플랫폼으로서 IBS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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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 구축

□ 기초과학의 도전적 모험적 연구와, 적극적인 융합 및 지식 교류를 지향
○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 연구(basic science
·

research)*’를 연구영역으로 설정하되, 기존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하기 힘든 장기 대형 집단 연구를 수행

*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서는 기초과학 연구를 ‘자연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정립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기초연구활동’으로 규정

○ 기초과학 내의 각 분과 학문들 및 외부의 다양한 학문 분야(인문
사회, 문화 예술 등)와 경계를 넘는 융합 연구 활성화

○ 기초과학 지식의 선형적 확산(기초 → 응용 개발)뿐 아니라, 응용 개발
연구자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쌍방향적 확산(기초 ↔ 응용 개발) 모색
< 그림 > IBS의 연구영역

□ 세계적 수월성을 갖춘 기초과학 연구인력 확보
○ 과제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수월성을 가진
과학자를 연구단장으로 선정해 그 명성을 바탕으로 연구인력 구성

○ 석학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단선정평가위원회(SEC)와 과학자문
위원회(SAB)가 단장의 자질과 적합성을 엄정히 평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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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종합적 유인체계 확보

□ 과학벨트 사업의 핵심 기관으로서 높은 매력도 보유
○ 과학벨트는 새로운 국가성장거점 구축 사업 으로 2012~2017년 간
*

총 5조 1,700억 원을 투입

* 연구기관 뿐 아니라 글로벌 정주환경, 과학기반 기업, 대형 연구시설 등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다양한 공간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구축

○ 연구지원, 비즈니스, 생활, 교육, 문화 등을 망라하는 인프라 제공
□ 대학과 연계를 통해, 개방형 혁신에 유리한 조직체계 구성
○ 기본 조직 단위인 연구단은 본원, 캠퍼스, 외부의 3개 유형으로 운영
< 그림 > IBS의 연구단 구성 체계

○

연구단을 매개로 대학과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월적
연구와 젊은 인재 육성이 선순환하는 모델 확립

□ 세계 최고 성능의 대형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국내외 공동연구 확산
○ 2019년까지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선점 효과** 창출

* RI빔에너지가 250MeV/u 급으로 현재 운영 또는 건설 중인 가속기 중 최고
수준이며, ISOL 방식과 IF 방식을 결합한 독창적 형태의 중이온가속기
* 독일 GSI의 전 소장 Walter Henning 박사는 “한국이 디자인 중인 가속기가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질 것이며, 예상대로 미국보다 먼저 완성하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들 것이다”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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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대 추진전략의 도출

강점(S)

약점(W)

국내 유일 기초과학 종합

외부 환경

내부 역량

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

과학벨트 사업의 지연으로

석학과 연구자 확보

조직과 인프라 미구축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개방적

선진적 시스템을 갖춘

연구 네트워크 구축

기초과학 연구기관 운영

과학벨트 핵심기관으로서

경험의 부족

높은 매력도 보유
지식기반사회로의

강점을 활용한 기회의 포착 약점 극복을 통한 기회의 활용

전환에 따른 창조적

기
회
(O)

지식과 인재

(시사점) 세계의 인재를

(시사점) 과학자들이 꿈을

유치 육성의 중요성 증대

흡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외 선진 기초과학

종합 유인시스템과, 국내의

세계적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기관의 성공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수준과 동일한 자율과 창의의

사례에 대한 국가적

육성체계 확립 필요

연구환경 보장 필요

․

관심 증가
출연(연)와 대학의

⇩

⇩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SO, WO 전략) 세계의 인재를 모으고 키우는 연구조직 구성

연구기관 요구

강점을 활용한 위협의 회피 약점의 최소화를 통한 위협의 회피
(시사점) 지식기반사회의

현대과학의 새로운

위
협
(T)

이니셔티브를

(시사점) 기초과학이 국가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주도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위해, 과학 진보를 주도할

글로벌 경쟁 심화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과 그

장기 대형 집단 기초과학

저성장으로 전체

파급효과 창출을 주도할

연구의 물적 토대와 세계

연구 생태계가

새로운 플랫폼 구축 필요

최고 성능의 대형 연구시설

위축되어, 타
연구주체들 간 갈등

⇩

구축 필요

발생

⇩

(ST 전략) 소통과 협력을

(WT 전략) 기초과학의 핵심

통한 ‘IBS 리더십’ 강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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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5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

목 표

국가 기초과학 거점으로 조성

기본방향

◇ 본원 및 캠퍼스, 중이온가속기, 첨단 연구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여
기초연구의 허브 조성
◇ 우수인재들이 모여 자율적 연구환경을 바탕으로 질적 성과 창출을
확대하고 R&D패러다임 변화 주도
◇ 국내외 연구기관과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의 학문 리더 역할 수행
3대 추진전략

기초과학의
핵심 기반 조성

세계의 인재를 모으고
키우는 연구조직 구성

소통과 협력을 통한
‘IBS 리더십’강화

중점과제

1-1. 연구원 건축 및 지역적 연계 효과 창출
1-2. 중이온가속기 구축
1-3. 중이온가속기 활용 계획 수립
1-4.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공동활용 촉진
2-1. 과학자가 중심이 되는 연구단 구성
2-2. 우수과학자의 유치 및 인재 육성
2-3. 인재의 성장을 돕는 제도적 기반 마련
2-4. 연구 패러다임을 바꾸는 질적 평가체계 도입
2-5. 연구몰입을 위한 종합 서비스 지원
3-1. 협력이 활발한 연구 생태계 선도
3-2. 기초과학 리더로서 글로벌 협력 주도
3-3. 연구원 지식의 공유 및 확산
3-4. 과학과 비즈니스의 시너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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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과학의 핵심 기반 조성
환경 분석

과학벨트 거점지구 확대로
대덕특구와 새로운 혁신
강점 클러스터 구축 가능
현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중이온가속기 구축 진행
정부의 과학벨트-대덕특구
연계 강화 노력
기회 IBS 본원이 들어설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 주위에 협력
가능한 혁신 주체들 포진

본원 및 캠퍼스 건축의 더딘
약점 진행으로 연구자들의 공간
부족 문제 심화
기존 과학벨트 기본계획
위협 수정에
대한 반대 여론

추진 방향 및 중점 과제

◇ 기초과학의 세계적 성과 창출에 필요한 핵심 기반을 조성하여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다양한 연구주체들과 공동으로 활용
하도록 촉진
1-1. 연구원 건축 및 지역적 연계 효과 창출
1-2. 중이온가속기 구축
1-3. 중이온가속기 활용 계획 수립
1-4.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공동활용 촉진
주요 내용

○ 본원 및 캠퍼스에 연구원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사이언스파크와 연계하여
과학 산업 문화 융합 거점으로 육성
○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하여 대형연구시설 기반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활용
○ 연구단에 첨단 연구장비들을 구축하고 전문기술조직을 운영하여 공동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연구생태계 전체의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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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1-1

연구원 건축 및 지역적 연계 효과 창출

 연구원 건축

□ 과학벨트 도룡지구와 각 캠퍼스 유치기관에 연구시설 및 공간 건축
○ 본원(도룡지구)과 캠퍼스(유치기관)의 주요 연구 및 행정 시설과
국내외 연구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둔곡지구 활용)
- (본원) 전체 부지면적 259,769m2(약 78,000평)으로 조성하며, 건축

연면적은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결정
- (캠퍼스) 본원의 건축방향과 통일성을 유지하여 연구동 및 기타

기반시설들을 건축하되, 유치기관 현황 및 연구단 선정 상황을 고려

< 표 > 도룡지구 IBS 본원의 주요 시설 배치(안)

기능 및 내용
․사무처, 전체 연구단 지원의 중심
․이론물리 및 실험물리, 연구 행정 기타 부속지원 공간
․연구 행정 기타 부속지원 공간
․이론연구 중심, 연구 행정 기타 부속지원 공간
연구시설
․각 분야 간의 복합적 융합연구지원 및 공간
․동물실험, 연구 행정 기타 부속지원 공간
․화학실험연구 중심, 연구 행정 기타 부속지원 공간
․외국인 연구자(가족 포함) 거주 공간
기숙사시설
게스트하우스
․기관방문연구자 임시거주 공간
강당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체육근린
․체력 단련 및 프로그램 운영
부대시설
(방문센터)
식당
․연구자들의 소통 공간, 다양한 메뉴 제공
홍보
․기관안내 및 연구소개 공간
통합에너지공급 및
․전기, 수도, 가스 등 제반 인프라 통합시설
관리시설
인프라시설
오폐기물 저장고 및
․시설 특성상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시설
행정시설

주요시설

사무처
물리학
Research 지구과학
Center-1
수학
융복합
Research 생명과학
Center-2
화학

○ 2014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 그림 > 도룡지구 연구원 본원 건축 추진 계획

2013년

~

2014년

~
실시계획 수립
부지 조성
건축 설계

․
․개발계획 수립 ⇨ ․
․

2015년 초

⇨ ․착공

⇨ ․준공

※ 캠퍼스 건설은 연구단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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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사이언스파크와의 연계 효과 확대

□ IBS 본원을 도심형 사이언스파크와 연계
○ 엑스포 과학공원을 엑스포 글로벌 사이언스파크 로 재창조
*

* 최근 선진국에서는 교통 등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고 첨단 과학기술대학과
연구소가 입지한 도시를 중심으로 도심형 사이언스파크의 건설 활발(미국
코넬 공대 뉴욕 캠퍼스, 존스홉킨스 사이언스파크 등)

- 엑스포 과학공원은 대덕특구와 인접하고, 주위에 대학, 연구소,

컨벤션센터, 산업단지, 언론사 등 연계 시설이 다수 입주하여
사이언스파크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 보유

○ 엑스포 글로벌 사이언스파크는 IBS 본원, 사이언스센터, 첨단영상
단지, HD드라마타운, 엑스포 기념공원으로 핵심 영역을 조성
- 사이언스파크의 핵심인 IBS 본원이 전체 부지 중 44%를 차지

< 그림 > 엑스포 글로벌 사이언스파크 조성 계획(안)

※ 본 조성 계획(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변경가능
- IBS는 엑스포 글로벌 사이언스파크의 비전 제시자(Vision Provider)

로서, 창의적 지식 창출을 통한 과학 산업 문화의 융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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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S 본원을 매개로 과학벨트-대덕특구의 협력 모델 구현

□ IBS 본원, 대덕특구, 과학벨트가 연계하는 ‘창조경제 클러스터’ 구축
○ IBS 본원 전진 배치(둔곡지구 ⇨ 도룡지구)로 과학벨트가 대덕특구와
*

맞닿아,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형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 가능

* 둔곡지구는 글로벌 정주환경과 과학-산업 연계 클러스터로 활용 검토

○ 창조경제 클러스터는 지역발전에도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대전은 전체 국가 R&D투자 비중(2011년 기준 11.16%, 전국 16개 시도 중 3위)에 비해
경제지표는 하위권인데, R&D의 강점을 활용한 적극적인 창업과 고용 활성화 필요
< 그림 > 창조경제 클러스터의 역할 수행 체계

□ 대덕 본원 중심 연구원 운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확산
○ 향후 연구단 구성은 본원에 중점을 두어, 2016년까지 15개 연구단 조기 구성
○ KAIST 연합 캠퍼스 연구단 과 본원의 결합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
*

**

* KAIST와 대덕특구 출연(연)이 설치 대상(10개 내외 설치 예정, 현재 4개 운영 중)
* (예시) 본원과 시너지가 가능한 캠퍼스 연구단은 본원에도 공동연구시설 설치 등

□ 지역사회와의 윈-윈 효과 확대
○ 사이언스파크를 매개로 대전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 연구소 기업들을 통해 지역의 창업과 고용을 촉진하여 산업기반 강화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협의체 운영

- 연구 관련 이슈 뿐 아니라, 지역 내 우수인재 유치, 고용 및 창업의

촉진 등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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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초연구 거점 육성

□ 캠퍼스 연구단 구성 및 연구분야 특화
○ 캠퍼스에 지역의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 가능한 분야를 지정하여
캠퍼스 연구단 구성

※ KAIST, POSTECH은 이미 기초과학 전분야의 종합적 역량을 갖추어 단기적으로
특성화 실익이 없으므로 특화분야 지정에서 제외하나 장기적으로 특화 유도
< 표 > 캠퍼스 특화 연구분야
대학 지역

구분

GIST

광주

광 기반
기초과학

UNIST

울산

첨단신소재
기초과학

DGIST

대구

바이오나노융합
기초과학

연구분야
․초강력장 과학
․광화학
․분광학
․광생물리학
․새로운 탄소 동소체 연구
․분자기반 바이오 소재 연구
․지속가능 에너지 소재 연구
․생체모방물질
․세포기관의 기능성 조절물질
․새로운 자성물질을 이용한 나노메디신 및
바이오센싱
․식물 바이오물질

□ 캠퍼스 연구단을 매개로 지역 기초연구 활성화
○ 지역 대학에서 배출되는 신진연구자들이 지역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

있는 연구 Career path 제공

·

캠퍼스 인근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캠퍼스
연구단의 첨단 연구시설· 장비 활용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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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1-2

중이온가속기 구축

□ 중이온가속기 구축 사업 개요
○ 구축기간 및 사업비 : 2011~2019년 , 총 4,604억원(국비)
*

* 2017년까지 일부 시설 구축

○ 면적 : 부지 약 100만㎡(약 30만평), 시설연면적 약 135,582㎡(약 4만평)
○ 위치 : 대전 유성 신동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내
○ 주요제원 : 빔에너지 200MeV/u, 빔출력 400kW급 희귀동위원소 가속기
※ 세계 최초로 ISOL방식 과 IF방식 을 결합한 희귀동위원소 가속기
*

**

* Isotope Separation On-Line : 두꺼운표적에양성자를충돌시켜대전류저에너지동위원소빔 생성
* In-flight Fragmentation : 얇은표적에중이온을충돌시켜소전류고에너지동위원소빔생성

□ 중이온가속기 주요 구성
○ 가속장치 : 초전도이온원, 저에너지가속기, 초전도선형가속기 등
○ IF시스템 : 표적시스템, 동위원소 분리장치, 빔 덤프, 빔 계측장치 등
○ ISOL시스템 : 사이클로트론, 표적 이온원, 동위원소 분리장치 등
□ 부설 가속기 연구소 설립 추진
○ 포항가속기를 포함한 대형 가속기 통합 운영을 위해 2015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가속기 연구소 설립 추진

<가속기연구소 조직도(예시)>
기초과학연구원
가속기연구소
경영기획부
방사광가속기
운영센터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사업단 (포항)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단(대전)

국제협력센터
가속기개발부
가속기활용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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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가속기연구소와의 기술협력 및 장치 공동개발
○ MSU(미국), Fermilab(미국), CERN(EU), GSI(독일),

RIKEN(일본),

GANIL(프랑스), TRIUMF(캐나다) 등과 인력 기술 교류 추진

○ FRIB(MSU), HI-ISOLDE(CERN), Project-X(Fermilab) 등 차세대 가속기
구축을 추진 중인 기관과 장치 공동개발 제작 추진

□ 이용자 그룹 중심의 운영체제 마련
○ ‘중이온가속기 이용자협의회’를 공식 발족시켜 이용자 그룹 중심의
사업 추진 실현

○ 2017년까지 이용자 500명, 2019년까지 이용자 1,000명 달성
□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확대
○ 기존 가속기 구축 사업에 참여했던 산업체와, 가속기 관련 출연(연)이
보유한 지식, 노하우, 연구역량을 활용

□ 가속기 구축 전문 인력 양성
○ 국내에 부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석·박사급 신규 인력
채용 후 국내외 가속기연구소*에 파견 및 공동연구 참여 추진

* Fermilab(미국), MSU(미국), CERN(EU), RIKEN(일본), 포항가속기연구소 등
< 그림 > 중이온가속기 구축 세부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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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1-3

중이온가속기 활용 계획 수립

□ 중이온가속기 활용 중점 연구분야 도출
○ 핵과학, 원자 및 분자과학, 물성과학, 의생명과학의 4분야로 분류
< 표 > 중이온가속기 활용 연구분야 및 방향 설정

연구분야 세부 연구분야
우주 원소 및
별의 진화

핵과학

핵구조 및
핵력의 본질
규명
핵자료 구축
핵이론

원자 및
분자과학
물성과학
의생명
과학

정밀질량 측정
및 레이저 분광
물성의 화학적
원인 규명
생체계의
생화학적 반응

연구방향

․우주에서 생성되는 원소의 기원 규명
․별의 진화를 일으키는 원자핵 반응의 규명
․중성자별과 그 매질 규명
․초중핵 존재의 규명
․희귀동위원소 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상호작용과 핵력의 본질 규명
․Sub-saturation density에서의 핵의 대칭에너지 연구
․중성자 개수에 따른 핵 껍질구조 연구
․불안정한 핵의 핵 모멘트 측정과 스핀 구조, 반응 연구
․중성자 물질의 상태방정식 연구
․핵공학 연구 및 개발에 기본 요소인 핵자료 구축
․핵과학 이론 연구
․희귀 동위 원소의 정밀 질량 측정
․Collinear 레이저 분광
․초중핵 및 중성자과잉 희귀동위원소의 질량 측정 및 분광
․β-NMR/β-NQR, μSR을 이용한 물성연구
․중이온빔을 활용한 의생명과학 연구

□ 해외 선진기관을 유치하여 중이온가속기 활용의 선도적 위치 확보
○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해외기관, 기관 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세계 최고 수준의 활용 연구시설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국가별 강점 분야에 대한 개방형 국제교육훈련 강화

□ 국내 가속기 신진 연구인력 육성 추진
○ 가속기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 거점대학, 대학부설 특화연구센터, 전문연구소 특화연구센터 등

○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가속기 활용 연구과제 지원, 지정 대학에 가속기 활용 국가연구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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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1-4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공동활용 촉진

 연구장비 조사․분석 및 심의체계 확립

□ 연구단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의 효율적인 조사 분석 및 심의 수행
○ 기 선정 연구단의 5개년 장비수요 조사·분석 및 특성별 인프라 구축
○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의체계(1억원 이상 장비의 2단계 심의) 확립
○ 전주기적 장비 전담부서 운영 및 장비 전문인력 육성
 장비의 공동활용 촉진

□ 핵심연구장비센터 구축
○ 장비의 공동활용 및 유지·보수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술조직으로 운영
○ 지리적으로 분산된 국내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융합연구 지원
구축 분야
Material
Analysis

Device
Fabrication

Bio Science

< 표 > 핵심연구장비센터의 주요 구축 예정 인프라(안)
구축 목적

주요 활용 분야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나노구조분석
신물질 및 소재에 대해 분석 서비스 지원 ․표면분석
․지역의 연구소 및 산업체에 최신
․무기분석
재료분석 기술 및 평가를 지원하여
․유기분석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특성분석
․신물질 연구
․미세소자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물리시스템 연구
공용인프라로서, 융복합 기술 개발을
․화학그린에너지 융합연구
위한 기본 플랫폼의 역할 수행
․첨단의료 연구
․실험동물의 수용시설 및 사육장비와
동물실험 관련 기자재를 구축
및 뇌과학, 생명과학 등
․소동물을 이용한 유전적 형질전환, ․바이오
실험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분야
동물 생산부터 영장류에 이르기까지
각 동물실험을 지원

Super
Computing
Machine
Center

․세계초일류 융복합 연구를 위한

․생명과학 데이터 분석, 빅

․연구용 부품의 정밀가공 및 다양한

․연구원 내의 각종 장비 및

고성능 클라우드 슈퍼컴퓨터 구축
(현재 국내에 세계 Top-500 안에 3대의
슈퍼컴퓨터만을 보유)
특수 시편의 제작 공급을 통해 원내외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 수행
- 28 -

데이터 분석, 신물질 및 에너지
분야 시뮬레이션 등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모든 분야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영선작업
등에 활용

2.

세계의 인재를 모으고 키우는 연구조직 구성
환경 분석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에
안정적 투자 계획 약점
강점 필요한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설계
창조경제의 대두로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 확산 위협
기회 지식과
국내 연구중심
과학기술대학들의 빠른 성장

신생 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 인지도
연구공간, 시설, 정주환경 등
연구수행 인프라의 미구축
이공계 기피 현상 및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심화
연구자들이 희망 직장으로
연구소보다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

추진 방향 및 중점 과제

◇ 기초과학 선진국에 비해 후발 주자인 IBS가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 국내외 우수과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육성하고 이들이 안정적
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2-1. 과학자가 중심이 되는 연구단 구성
2-2. 우수과학자의 유치 및 인재 육성
2-3. 인재의 성장을 돕는 제도적 기반 마련
2-4. 연구 패러다임을 바꾸는 질적 평가체계 도입
2-5. 연구몰입을 위한 종합 서비스 지원
주요 내용

○ 기초과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50개 연구단을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구성
○ 세계 Top 1%에 포함되는 정상급 과학자 300명을 발굴 유치하고, 젊은
연구자들에게 독립적 연구수행 경험 부여
○ 유치한 인재들을 명실상부한 ‘IBS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 교육 훈련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 국내외 석학과 함께 연구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공개 학술대회 방식의
성과평가체계를 설계하고, 기초과학에 적합한 질적 평가지표 개발
○ 글로벌 수준의 연구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연구자 중심의
효율적 행정체계를 구현하고, 외국인 연구자들의 정착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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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2-1

과학자가 중심이 되는 연구단 구성

 세계 수준의 연구단장 선정 및 연구단 운영 다양화

□ 수월성에 기초한 연구단장 유치 및 선정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정평가를 연중 수시로 실시(후보자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국내외 우수 과학자를 연구단장으로 임명

○ 수월성 확보를 위해 연구단장과 그룹리더 선정 절차 강화
< 그림 > 연구단장 선정평가 절차

후보자 발굴

선정평가

자문 및 임명

․공개모집 또는
․평가대상 선정
․SAB 자문
추천
⇨ ․동료평가(심포지엄, 토론, 추천서) ⇨ ․연구조건 협상
․후보자 Pool 구축 ․SEC 종합평가
․연구단장 임명

○ ‘창의연구단장급’ 수행 과학자 이상의 우수 연구자와 그 수준(혹은
이상)의 잠재력을 보인 젊은 연구자들을 연구단장, 그룹리더로
영입하여 장기· 집단연구 기회를 제공

□ 본원 연구단을 중심으로 연구단 구성
○ 2017년까지 총 50개 연구단을 수월성 기준에 따라 선정·운영
- 2014년부터 본원 중심으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원 조기 정착

□ 연구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연구조직 구성 운영
○ 연구단장에게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되, 그룹
리더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및 역량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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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연구단의 운영 추진
- 그룹리더의 선정·평가기준은

강화하고 필요시 연구단 내 공동

연구단장 운영
- 공동연구단장과 그룹리더 운영은 연구 분야 및 연구단별 특성에

따라 연구단장의 책임 하에 운영

○ 연구분야 특성을 반영해 인력 및 연구비 지원 규모 등을 다양화

*

- 대형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단(총 연구비 100억원 내외)과 더불어,

소규모 연구단(40~60억 원 수준)*의 병행 체제 도입

* 예시 : 생명과학, 일부 화학 분야, 이론 분야 등

 과학 포트폴리오 구성

□ 연구단 수의 전략적 배분 및 중점 연구분야 발굴체계 구축
○ 국내 기초과학의 연구인력, 예산 규모, 유망 연구테마 수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야별 연구단 개수를 배분
‘(가칭) 연구단장 회의(IBS Directors’ Assembly)’를 구성해 SEC와

연계*하여 중점 연구분야를 발굴하고, IBS의 연구방향 관련 주요 사항 심의

* 연구단장 3명이 SEC 위원(2년 임기, 순환직)으로 참여

□ 연구단 선정 방식 다양화 및 연구단 유형별 연구분야 특성화
○ 기존 선정 방식(bottom-up)과 더불어, 기관 발전에 필요하나 자생적
선정이 어려운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정(top-down)하는 방식 병행
- 국가 미래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지구과학 중 기후영향

평가 등)와, 기초과학의 기반이 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수학, 이론물리 등)
- 지역의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 가능한 분야(GIST : 광기반 분야,
DGIST : 바이오나노융합 분야, UNIST : 첨단신소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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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 > IBS 지정 연구분야 구성(안)
수학

․과학 계산
․산술 대수 구조
․무작위성
․비선형성
․동역학

연구분야

[기초물리이론]
입자 및 핵이론
끈이론, 중력, 장론
천체물리학 및 우주론

지정
연구분야

이론물리

전지구 및
지역적
지구환경분야
연구
[GIST]
광 기반
기초과학

캠퍼스
특화
연구분야

[UNIST]
첨단신소재
기초과학
[DGIST]
바이오나노융합
기초과학

․
․
․
[응집물질 복잡계이론]
․강상관전자계
․통계물리학
․생물물리학
․계산물리학
․학제 간 연구
․인위적 기후변화 강제력 및 생지화학 순환
․기후 물리
․해양 생태계 영향
․극한 재해를 포함하는 연안 연구
․지구환경변화의 통합영향평가
․초강력장 과학
․광화학
․분광학
․광생물리학
․새로운 탄소 동소체 연구
․분자기반 바이오 소재 연구
․지속가능 에너지 소재 연구
․생체모방물질
․세포기관의 기능성 조절물질
․새로운 자성물질을 이용한 나노메디신 및 바이오센싱
․식물 바이오물질

※ 지정 연구분야는 향후 지속 발굴

○ 연구단 유형에 따른 수행 연구분야 특성화
- (본원) 기초과학의 기반이 되는 연구분야(이론물리, 수학 등), 대형

장비와 실험시설을 활용하는 분야, 다양한 학제 간 융합분야
- (캠퍼스) 캠퍼스별 특화 연구분야
- (외부) 본원 및 캠퍼스에 설치하기 어려운, 유치기관별 강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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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2-2

우수과학자의 유치 및 인재 육성

 우수과학자 발굴과 유치

□ 과학벨트 차원의 국가적 인재유치 계획과 연계하여, 세계 정상급
과학자의 유치 전략 수립

○

‘세계 Top 1% 과학자 300명 유치계획’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이행

구분

< 표 > ‘세계 Top 1% 과학자 300명 유치계획’ 개요

비전 및 목표

주요 내용

․2017년까지 노벨상에 도전하는 세계 Top 1%의 정상급 과학두뇌
300명* 유치

* 과학기술 분야 주요 수상자 및 피인용도 상위 1% 논문 게재 과학자

․300명 유치 : 연구단별 세계 Top 1% 과학자 6명 × 50개 연구단
※ (2013년) 40명 ⇨ (2015년) 210명 ⇨ (2017년) 300명

기본방향

․우수 인재 발굴 유치 사후 관리의 전주기 관리 시스템 구축
․민간의 인재 리쿠르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재 유치 및 협상
과정에 대한 IBS의 역량 고도화

1. (발굴) 전략분야별 세계 Top 1% 과학자 발굴

․과학계 수요 분석 후 유치 목표 대상 정립
․IBS 과학자문위원회(SAB) 추천 제도 상시화
․산 학 연 인재 발굴 협의체 운영
2. (유치) 세계 Top 1% 과학자의 전략적 유치

주요 정책과제

․체계적 유치 전략 수립 및 전략적 홍보 강화
․기존 연구단 공모방식(Bottom-up)에 전략적 유치 방식(Top-down)
병행 도입

․민간의 헤드헌팅 기관을 활용
3. (시스템) 사후 관리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유치 및 사후 관리를 위한 One-stop 시스템 구축
․해외 연구자 연구 및 생활 정착 관련 지원 전담조직 운영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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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연구자 육성

□ 젊은 과학자 육성을 위한 독립 연구그룹 편성 운영
○ 연구단별로 젊은 과학자 대상의 ‘IBS Young Scientist’와 중견
○

석학급 과학자 대상의 ‘IBS Senior Scientist’ 그룹 편성

연구그룹을 매개로 외부 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및 젊은
연구자들의 경험 축적 등 ‘협력’과 ‘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촉진

○ 역량과 잠재력이 뛰어난 연구자들이 연구단 < 그림 > 연구그룹 운영체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독립적 연구 수행
- 연구단 내에 편성되나 연구그룹을 리더가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본원에서
연구단과 별도로 연구비를 편성
- 지원 예산 규모 등은 연구단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배정

< 표 > IBS Young Scientist와 IBS Senior Scientist의 지원 내용

구분

IBS Young Scientist

IBS Senior Scientist

대상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신진 연구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초과
중견 석학급 연구자

지원기간*

5년 이내 (3+2년)

3년 이내 (2+1년)

* 인터뷰 방식의 중간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 결정
* 그룹리더를 비롯한 4-5명 규모 연구그룹의 연간 운영비 개념(인건비 포함)

□ 공개 모집 및 엄정한 평가 실시
○ 본원에서 공개 모집 후 연구분야별 평가를 통해 선정

< 그림 > IBS Young Scientist와 IBS Senior Scientist의 선정 절차

후보자 공모
공개모집
및 접수
사무처

⇨

서면평가
자격검증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토론 방식의
세미나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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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최종 후보자 임용
원장

중점과제 2-3

인재의 성장을 돕는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율과 창의를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 창의성 발현을 위한 수평적 의견교류 채널 확보 및 활용
○ ‘(가칭) 창의 그룹’의 구성 및 운영
*

* 직원들의 연령, 직위 직군, 성별, 부서, 국적 등을 고려해 TF 형태로 운영

-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원내 현안들을 혁신과제로 채택하고,

의사결정자들과 연계해 문제를 해결

○ 민간 기업의 혁신활동 사례 벤치마킹

- 두산그룹의 ‘위닝 미팅’, ‘스마트 오피스’ 등을 연구원 실정에 맞게 도입

 ‘IBS 인재’로의 잠재력 개발

□ 글로벌 연구기관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시행
○ 연구단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신설 및 교육의 자율성 지향
○ 다양한 형태의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글로벌 첼린저 제도 등 도입
*

*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해외 연수를 기획 및 수행

○ 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 등 전문교육기관과 교육훈련 연계
 효율적인 인력 운용체계 구축

□ 다양한 고용형태를 운용하여 탄력적인 조직체계 구현
○ 연구인력을 영년직, 영년직 트랙, 비영년직 트랙으로 구분하여, 해당
특성에 맞는 인력을 유연하게 채용

○ 연구자의 30%를 외국인으로 채용하고, 연구인력의 50% 내외를
유동인력* 으로 구성

* 파견 겸임, 박사후연구원, 석학연구위원, 방문연구원 등의 제도 활용

○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한 연구단 인력수급 지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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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2-4

연구 패러다임을 바꾸는 질적 평가체계 도입

 수월성 중심의 성과평가 개념 설계 및 시행

□ 평가 주기는 기초과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설정
○ 연구성과의 과학적 가치, 연구단 운영의 적절성 및 발전가능성 등에
○

대한 성과평가를 3년 주기로 하되 연구 착수 5년 후 최초 실시
신규 연구단은 연구 착수 2년 후에, 연구단 구성 운영 정착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컨설팅 방식의 중간점검 실시(1회 한정)

○ 평가와 별도로 연구단들은 매년 실적점검 보고서 를 본원에 제출
*

하고, 연말 ‘IBS Research Conference’**를 개최

* 그 해 연구단의 학술적 성과 뿐 아니라, 연구비 사용, 연구환경 개선, 인력
교류,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성과들을 적시
** 연구단들의 성과를 원내외 구성원과 공유하고, 외부 연구집단과 공동
연구의 계기를 마련

□ 평가 주체를 해당 분야의 세계적 석학 및 전문가로 구성
○ 성과평가는 SEC 주관으로 연구단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 해당 연구단의 선정평가에 참여했던 위원과 추천서 작성자, 연구

단장 추천 전문가, 타 분야 연구단장 등으로 구성

○ 중간점검은 원장 주관 하에 연구단 중간점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 SEC 위원, 연구단 선정평가에 참여했던 국내 전문가, 대학 또는

출연(연)의 연구관리 및 행정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

□ 공개 학술대회와 토론을 포함한 동료평가 방식으로 평가 진행
○ 학술대회 형태로 연구단 구성원들이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평
가위원들과 토론을 통해 미해결 연구문제의 해법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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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연구단 status report

*

검토, 현장 방문 및 주요 인력

인터뷰** 등을 통해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SEC와 SAB의
종합평가와 자문을 거쳐 결과 확정

* 평가를 위한 연구단의 기본적인 운영 정보를 담아 평가위원회에 사전 제출
** 단장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낮은 직급의 연구원과 퇴직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연구단 운영의 제반 사항을 평가
< 그림 > 연구단 성과평가 세부 추진 절차(안)
평가 준비

․평가계획수립
․status report

작성 및 제출
사무처, 연구단

동료평가

최종평가

결과 활용

성과평가 위원회

SEC, SAB

원장

․공개 심포지엄
현장방문 및 인터뷰
․종합평가 및 ⇨ ․연구단장 협의
⇨․
⇨
․발표 및 질의 응답
자문
․평가결과 반영
․평가 보고서 제출

※ 중간 점검에서는 중간점검위원회가 연구단 구성·운영 전반을 점검

□ 성과평가 및 중간점검 결과는 연구단 발전을 위해 활용
○ 평가를 연구단(연구자)에 대한 서열화 도구가 아닌, 연구방향
재검토 및 운영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활용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조정 및 연구계획 방법 변경, 그룹

리더 등 핵심 인력 교체, 연구단 해체 등의 조치 추진
- 중간점검 결과는 연구단 조직체계를 재정비하는 근거로 참고

< 그림 > IBS 평가체계(안) 요약

- 37 -

 기초과학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 효율성과 Output보다, 창의성과 Impact에 평가의 기준을 설정
○ 기존 국가R&D사업 평가의 주요 정량지표 들은 최대한 배제
*

* 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정량목표 달성률,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율 축소 정도 등

- 다만 ‘상위 1% 피인용 지수’는 적용 가능한 분야에 한해 지표에 포함

○ 단장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학문적 명성(academic reputation)’과
‘새로운 학문에 대한 도전’ 위주의 평가 시행
- 논문, 특허 등의 생산량보다, 동료 및 인접 분야 연구자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했고 학계의 관심을 받았는가를 평가
-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기구의 회원* 선정, 주요 초청 강연

및 수상** 경력, 저명한 학술지의 편집위원 선정 등 연구자가
학계에서 확보하고 있는 학문적 위상을 종합적으로 검토

* 영국 왕립학회(Royal Society)나 미국 과학한림원(NAS)의 외국인 회원,
미국 주요 학회 펠로 등
* 국제수학자총회 등 저명 학술회의 초청 강연, 울프상 라스커 의학연구상
튜링상 크라포드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상들을 포함

- 기존 패러다임의 극복 시도와 새로운 의제 설정 노력도 성과로 인정

○

연구단 조직 측면에서, 각 그룹들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전체
차원의 시너지 창출 여부도 중요하게 평가

□ 성과평가 및 중간점검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개발
○ 중간점검은 인프라 현황(인력, 조직, 예산, 장비 등)을 주요 지표로 적용
○ 성과평가는 세계 수준의 연구그룹들과 대비하여 해당 연구단이
점하고 있는 객관적 지위* 를 종합 검증

* 영국 REF나 독일 MPG의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단의 수준을 ‘world-leading’부터
‘below the standard of nationally recognized work’까지 몇 가지의 단계로
구분하는 방법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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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2-5

연구몰입을 위한 종합 서비스 지원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현 및 행정 서비스 효율화

□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 조성
○ ‘사람 중심 연구’의 운영 철학을 구현하고, 연구뿐만 아니라 생활
○

전반에 필요한 여건들을 연구자들에게 최대한 제공
연구자들에게 인력 채용, 예산 활용, 연구방향 설정 등 연구단
운영과 관련한 자율성 부여

○ 연구지원은 ‘관리(management)’가 아닌 ‘서비스(service)’의 관점
에서 수행되도록 하며, 지원인력들에게 연구자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

○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문화된 지원 시스템 운영
- 연구단 행정 기술 전담인력들을 배치하여, 연구행정 및 기술지원

관련 제반 사항을 연구자들의 근거리에서 신속히 처리
- 본원의 사무처는 연구단 선정과정부터 성과 창출 및 확산에 이르는

연구단 운영의 전주기적 과정을 총괄 지원

< 그림 > IBS의 연구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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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비목 및 계상 기준의 선진화, 행정처리 효율화
○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비 관련 규정의 주기적인 업그레이드 추진
- 연구비 비목 중 회의비 및 과제 관련 식대 삭제, 연구자들의 직접

비용 처리가 필요 없는 출장지원 시스템 운용 등

○

증빙서류의 최소화, 연구비 세목별 정산 면제제도 실시 등으로
비용 집행에 대한 과도한 행정 부담 완화

□ 사무처 대상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 추진
○ 연구자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사무처의 지원 서비스 수준과 연구
몰입도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도입
- 연구수행과의 연관성이 높은 사무처 부서별 업무들*을 평가

* 규정 운용, 장비 구입, 연구비 관리, IT 서비스, 인력 채용, 출장 지원 등

○ 평가결과를 연구지원 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근거로 활용
□ 기초과학 연구의 특수성과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사무처 역할 강화
○ 사무처가 단순한 지원조직을 넘어, 연구자들을 대표하여 기초과학
및 IBS 고유의 특성과 논리를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전담

○ IBS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 연구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연구단 관련 인사, 예산, 장비, 규정 등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대응 및 지원 채널을 일원화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

연구단 행정인력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처와
연구단 간 실무자 협의회 운영, 연구단 문의 결과에 대한
Knowledge DB 구축으로 서비스 대응 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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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정착 지원 및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유치인력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
○ 해외 유치인력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생활 안내 책자 제작
- 생활(이주, 주택, 교통, 의료, 공공행정 등) 및 업무(인사·복무,
연구관리, 시설·장비 등)를 망라하는 종합 정보 수록
□ 국내 정착 관련 생활 편의 서비스 지원
○ 연구지원팀이 연구단과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매개하여, 외국인 채용
예정자의 사증발급 인정 신청 절차 지원

○ 해외 유치인력 정착과정의 재정 지원 방안 마련
○ 각 연구단이 소속된 지역 내 외국인 학교와 MOU 체결
□ 외국인들의 조직 융합을 위해 다문화가 공존하는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연구자들이 IBS에서도 종교 음식 등 자국의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다양성을 위한 원내 행사*도 개최

* (예시) ‘이슬람의 날’, ‘중국의 날’, ‘인도의 날’ 등

○ 외국인 연구자 가족들을 위한 사교 프로그램 마련
 창의와 소통을 극대화하는 연구공간 구성

□ 연구자 커뮤니티의 공간적 활성화 촉진
○ 연구자의 국적, 언어, 문화적 특성 등을 배려해 연구실 및 주거
환경 디자인

○ 연구자들의 상호 소통을 촉진하는 다목적의 공간 구성
□ 연구자 가족과 시민들을 위한 우수 교육환경 조성
○ 지역교육청과 협력하여 국제학교 연계 및 영유아 보육시설 조성
○ 연구원 시설을 시민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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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통과 협력을 통한 ‘IBS 리더십’ 강화
환경 분석

과학벨트의 핵심기관으로서
대덕특구의 연구주체들과
용이
강점 협력이
안정적 투자 계획과 세계 약점
수준의 석학들을 보유하여
공동연구의 가능성이 높음
국가과학기술 주요 계획에서도
협력의 허브로 명시 위협
기회 IBS를
IBS 본원이 대전 도심지역에
지어져 시민들과의 접촉면 확대

기초과학 지식의 특성 상
본격적인 파급효과 창출까지는
긴 시간 소요
설립 초기에 글로벌 인지도가
낮아, 해외의 협력 파트너십
구성이 어려움
IBS에 대한 투자가 전체 연구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는 오해

추진 방향 및 중점 과제

◇ 국내외 다양한 연구주체 및 대중들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IBS의 발전이
대학, 출연(연),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 구성원들과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더십과 책임성 강화
3-1. 협력이 활발한 연구 생태계 선도
3-2. 기초과학 리더로서 글로벌 협력 주도
3-3. 연구원 지식의 공유 및 확산
3-4. 과학과 비즈니스의 시너지 창출
주요 내용

○ ‘(가칭) IBS Partner Lab.’의 선정, 장비 공동활용 및 개발, 인력 교류 등을 통해,
기초~응용 개발의 선순환 체제 구현
○ 세계적 연구기관과 협력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과학전문지 발간, 컨퍼런스 개최, 지식나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구원에서 생산한 지식을 사회와 공유
○ 과학과 비즈니스의 결합을 통해 연구원 성과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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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3-1

협력이 활발한 연구 생태계 선도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

□ ‘(가칭) IBS Partner Lab.’을 대학 및 출연(연)과의 협력 거점으로 활용
○ IBS 연구단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거나, 기초연구성과를 응용 개발로
확산 가능한 분야의 연구집단을 ‘IBS Partner Lab.’으로 선정 및 지원*

* 기존 연구단 연구주제와 연계하여, 연구단이 필요로 하는 외부 거점(대학,
연구기관 등)에 설치하고 연구비는 유연하게 지원

○ 실질적으로 KAIST, 출연(연) 등이 있는 대덕특구 내에서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
- (물리학 분야 예시) IBS 핵입자 천체물리학 지하실험 연구단

표준(연) 양자측정센터
- (생명과학 분야 예시) 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

↔

생명(연)

국가영장류센터,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표준(연) 뇌인지측정센터
- (수학 분야 예시) IBS 본원 수학 연구단

연구단, IT 융합 연구단

↔ ETRI 사이버 보안

※ 컴퓨터과학, 알고리즘, 암호, 보안 등은 수학 기반 응용연구이나, 우리나라는
IT수준에 비해 그 기초역량 및 핵심인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 (융합 분야 예시) 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이 시범 운영 중인 협력

융합과제에 대해, 필요시 IBS Partner Lab.을 통한 공동연구 가능

□ IBS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활용 및 장비 개발에 따른 신산업 창출
○ (대형연구시설 활용) 신동지구의 중이온가속기를 기반으로, 기초와
응용 개발을 망라하는 폭넓은 공동연구* 가능

○

* 핵과학, 원자 및 분자과학, 물성과학, 의생명과학 등
(장비 개방) 연구단 보유 장비를 인근 연구주체들에게 개방하고,

이를 통해 공동연구를 확산

○ (장비 국산화로 산업 창출) 특정 성능이 요구되는 분석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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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비 등의 국산화를 위해, 대학 및 출연(연)과 공동개발 추진
- (본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KAIST 뇌공학 영상 연구실과 협력

하여 뇌 자극 및 신호 측정을 위한 무선방식의 새 장치 개발을 추진
- (본원 핵입자 천체물리학 지하실험 연구단) 실험에 필수적인 검출기

개발을 위해, 표준(연)과 MOU 체결 및 공동연구 수행
-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핵융합(연), 원자력(연)과 가속기 설계에

·

필요한 핵심기술 장비를 공동개발하고, 향후 협력 대상을 확대

□ IBS, KAIST, 출연(연) 간 우수 연구자들의 유입과 순환을 촉진
○ IBS 거버넌스에 유입될 우수인력 의 성장 순환을 대덕특구 차원으로 확산
*

․

* IBS 본원과 KAIST 연합 캠퍼스 연구단 포함 약 1,500여명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

○ 대학과의 인력 교류 프로그램 운영

- (방문연구자) 대학 출연(연)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가용한 시기
(방학, 안식년 등)에 IBS에서 자유롭게 연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
- (학연교수제) 대학과 석 박사학위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상호

소속 직원을 전임교수 및 정규직 연구원으로 활용
- (인턴십) 대학 재학생들이 학위논문 연구 등을 통해 IBS의 우수한

연구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지식과 인력의 활발한 교류로 역동적 지식생태계의 창출 기대
○ IBS는 기초과학 지식의 활용도와 파급효과를 높이고, 대학 출연(연)은
난제 해결에 필요한 독창적 지식을 획득하는, 상호 발전 모델 구현

○ 대학(개인 기초연구), 출연(연)(중규모 응용 개발연구), IBS(장기 대형
집단 기초연구)의 연계로 기초~응용 개발이 선순환하는 연구체제 확립

○ 우수 연구자 유입과 순환을 촉진하여 역동적 지식생태계 창출

※ 방문연구자, Post-doc, 석·박사 과정생 등 유동 연구인력 비중을 총 연구원
대비 50% 내외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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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벨트-대덕특구와 연계한 글로벌 협의체 구성

□ 글로벌 포럼의 개최로 IBS 의 국제적 리더십과 인지도 제고
○ 과학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
- 우수 과학자 및 융합분야 학자, 인문사회학자, 세계적 연구기관이나

과학비즈니스 관계자, 과학정책 전문가 등을 포함
-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등 폭넓은 분야를 망라하는 네트워크 구성

□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협의체로 기능 확대 추진
○ 향후 과학 및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협의체로 격상 추진
- 세계 과학 클러스터, 연구소, 대학, 기업, 사회단체 등과 파트너십 촉진
- 기초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비즈니스, 정책, 융합 등)들을

논의하는 ‘세계 과학담론의 거점’으로 육성

 인문․사회, 문화․예술 분야와의 접점 모색

□ 과학과 인문 사회의 상호작용을 위한 중장기 연구방향 탐색
○ 과학자와 인문 사회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 운영
○ ‘인간과 사회를 위한 과학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할 연구분야 발굴
- 포럼을 통해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심화 연구를 위한 연구팀 조직
- IBS 연구단과 공동으로 인문 사회학적 융합연구 주제* 탐색

* (예시)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에 인류학 및 사회심리학적 관점 도입,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과 의료, 건강, 수명 등과 관련된 사회학적 연구와의 결합 등

○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사, 과학철학, 과학사회학 등의 주제를 포함
하는 인문 사회와의 융합 연구단 설치를 모색

□ 문화 예술과의 지식교류 프로그램 및 과학의 시각화 사업 추진
○ 과학과 문화 예술분야 강연 교류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과학적 성과에 대한 시각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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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3-2

기초과학 연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외 유수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산

□ 기관 간 교류협력 채널 확보
○ 최신 연구동향 조사, 정책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협력의 우선순위 설정
○ IBS가 주관하는 국제공동연구 교류 채널 확산
- 와이즈만 연구소(이스라엘), 아태이론물리센터(국제기구), 주한

영국 대사관, Royal Society(영국), 주한 독일 대사관 등과 국제
컨퍼런스 기획 및 개최
- 글로벌 인적 자원 네트워킹 관련 단체* 적극 참여

* 린다우 노벨상 수상자 회의,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nual Meeting, Euroscience Open Forum, Asian Science Camp 등

□ IBS 연구단의 ‘세계적 학문리더’로서 역할 강화
○ 연구단 차원에서 국제컨퍼런스, 세미나 등 학문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분야별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의견 교환 확대
-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고려

○ 젊은 연구자 및 연구관리 인력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 Royal Society(영국), Inserm(프랑스), CNRS(프랑스) 등에 IBS 신진

연구자들의 파견 및 교류를 통해 공통 관심 연구분야 도출

2013년

< 그림 > Royal Society와의 단계적 협력 방안

․MOU 체결

2014년

2015년

2016년 말~

신진연구자 단기
․신진연구자 장기
⇨ ․공동 워크숍 개최 ⇨ ․교류
⇨
(10명 내외)
교류(30~40명)

- MPG(독일), RIKEN(일본), IAS(미국), 등과 연구관리 연구지원

인력을 교류하여 선진 연구지원 및 행정 시스템 벤치마킹

○ 연구단장(그룹리더)이 젊은 과학자들과 학술 토론회 , 강연 등을 실시
*

* ASC(Asian Science Camp)의 운영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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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공동연구센터 설치 추진

□

낮은 단계의 협력에서 시작하여, 중장기적으로 현지에 공동연구
센터 설치 추진

○ 국내 연구가 필요하지만 역량이 부족하여 해외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전략분야에 대해 현지 공동연구센터 설치 검토
- 해외의 축적된 연구역량과 선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과학

연구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

○ 우선적으로 해외 사무소가 주축이 되어 연구분야 및 연구그룹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모색

* ‘세계 Top 1% 과학자 300명 유치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기관의 명성이 높아지는 과정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투자
여건 조성 정도에 맞춰 진행

○ (1단계) 기획연구를 통해 해외 사무소의 활용 방안, 우수 연구그룹
및 연구자의 조사 분석체계 구축과 유치 전략 등을 디자인

○ (2단계) 해외 최적 입지 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현지 전문가를 채용
*

*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연구 집적단지(보스턴, 실리콘밸리 등)를 우선 고려

○ (3단계)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그룹과 연구자들의 Pool을
조사 분석하고, 공동연구센터를 제안할 우선순위*를 도출

○

* 기 선정한 IBS 연구분야 중 국내 연구현황이 세계 수준에 비해 크게 뒤지는
분야, 세계 유일의 거대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 등을 검토
(4단계)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인력 구성, 연구방향 설정,

지적재산권 분배 등에 대한 협력 사항을 구체화
- 현지 연구환경 및 국가적 이익을 감안하여 운영 시스템을 구성
- 국부와 인재 유출 통로가 되지 않도록 공동투자를 기반으로 설립

○ (5단계) 공동연구성과는 SAB에 정기 보고하여 향후 협력의 축소
혹은 확대 여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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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선진 연구기관의 해외 공동연구 거점 운영 사례 >
▪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협회(MPG)
- Peter Gruss 총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적극적인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여,
미국 플로리다, 룩셈부르크 등에 5개 멤버연구소, 2개 파트너 연구소, 12
개 센터 및 38개 파트너 그룹 구축
- 단계적으로 구분(멤버연구소-파트너연구소/센터-파트너그룹)하여 해외 연구
거점을 운영
※ 이 중 한국은 3개의 거점 유치(막스플랑크한국(MPK) 내 센터급 2개(POSTECH),
파트너그룹 1개(UNIST))
- 철저한 연구자 중심의 상향식 계획 수립 및 과학자의 연구역량, 성과 등
엄격한 검증 프로세스를 거쳐 설립(승격)이 이루어짐
- 단순 협력연구 이상의 다양한 역할 수행(세계적 수준의 협력연구, 과학
네트워크 확대, MPG 내 신진연구자의 해외 활동 무대 마련 등)
▪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 미국 브룩헤이븐 연구소 등에 공동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며,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포함한 다수의 해외 기관과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하여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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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3-3

연구원 지식의 공유 및 확산

 과학전문지 정기 발간

□

과학전문지「IBS Research」를 발간하여, 기관 연구성과의 확산과
주요 이슈 발굴의 매개로 활용

○ 학계

및 연구계 등에 기관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책결정자들과

대중들에게 기초과학의 필요성과 이슈 제시

○ 학제 간 융합연구와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초점을 두어 내용 구성
- 연구단별 주요 성과의 소개에 역점을 두되, 전문학술지 독자와

일반 대중의 중간에 위치하는 독자층을 타겟으로 설정
- 국문과 영문을 함께 발간하여 IBS 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를 향상

□ 정기 발간 및 전문 학술저널로 발전 추진
○ 2013년 하반기 창간호 시범 발간 후 정기발간체제로 전환 추진
○ 중장기적으로 외국 출판사와 연계하여, IBS 가 발행하는 과학전문
학술저널로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

 개방형 학술대회 정기 개최

□

IBS 연구단이 주도하고, 다양한 연구주체가 동참하는 학술대회
‘IBS Research Conference’ 개최

○ 학계에서 IBS 의 우수성과 학술적 기여도를 명확히 제시
○ 타 기관과 과학자들에게 IBS가 ‘경쟁자’ 보다는 ‘협력자’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IBS 내 연구단 간, IBS와 타 연구기관 간 융합연구 아이디어 발굴
및 공동연구 활성화 실현

○ 다양한 세션들을 추가하여 개방형 학술대회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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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나눔 프로그램 운영 및 고급 지식 콘텐츠 개발

□ 시민 대상별 유형에 부합하는 기초과학 지식나눔 프로그램 운영
○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소통매개체 확산
대상

< 표 > 대상별 지식 나눔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언론 및

정책결정자

․일반 시민

채널 및 프로그램

주요 내용

․과학 기자단 및 정책결정자를 연구소에
․IBS Press Day
초청하여 IBS의 연구성과를 구체적으로
․IBS Open House
알리고 연구원의 대중친밀도를 제고
․IBS Open Academy ․IBS의 강연 및 포럼 프로그램을 통해, 석학,
․상상력 천국 D 포럼 과학도, 지역주민들의 학문적 소통 활성화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카페
․IBS 과학카페
등에서 과학 관련 정보 교류 소모임 운영
․기초과학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IBS 시민기자단
시민들을 기자단으로 구성하여 활동

․홍보전시관
․IBS 과학교실
․청소년 및 ․IBS 기초과학 캠프
학생
․IBS Dream Fair
․과학교사

․과학교사 연수

․IBS 연구성과의 직접적 체험 공간 마련
․열악한 환경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강의와 과학실험 기회 제공

․청소년, 과학도들에게 IBS 연구자들과
과학 분야 연수 기회 제공

․과학영재들의 발명품과 아이디어를

전시하고, 우수성과에 대한 포상 진행

․중․고등학교 과학교사들에게 과학기자재
및 실험도구 활용방법 강의, 과학과목
학업성취도 제고 방안 모색

□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는 기초과학 분야의 고급 지식 콘텐츠 개발
○ 연구단의 기초과학 브레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중적 과학
지식의 ‘고급화’에 초점을 두고 관련 콘텐츠 제작
- IBS 연구과정, 성과 등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기초과학 관련 서적 출판
- 방송매체와 함께 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검토하여, 기초과학 지식을

보다 멀리, 손쉽게 전파하고 사회적 관심도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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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3-4

과학과 비즈니스의 시너지 창출

 과학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 모색

□

기초과학이 학문적 발견을 넘어, 비즈니스와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성장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화 체계를 구축

○ 창의성, 혁신성, 확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초과학 지식을 매개로,
○

사업화의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여 투자와 창업을 활성화
Max Planck Innovation(독일), Yeda, Yissum(이스라엘) 등 선진

기초과학 연구기관들의 사업화 경험을 벤치마킹

< 표 > 해외 선진 기초과학 연구기관의 과학사업화 조직 운영 현황

구분

설립 년도
모( )조
직
특허 및
사업화
성과

母

Max Planck
Innovation(독일)

Yeda(이스라엘)

Yissum(이스라엘)

1970년

1959년

1964년

MPG(1948년~)

WIS(1949년~)

히브리대학교(1918년~)

․특허 출원 총 3,400여 개 ․특허 출원 총 1,700여 개 ․특허 출원 총 7,736개
․기술이전 총 2,000여 건 ․스핀오프 기업 총 50여 개 ․기술이전 총 566건
․스핀오프 기업 총 90 여 개
․스핀오프 기업 총 76개
․로열티 등 수익 약 ․파생수익(기술이전 상품 ․로열티 등 수익 약
재무 성과
2,000만 유로(’11년)

매출) 약 150억 달러(’11년)

6,000만 달러(’12년)

□ 성과관리 확산 전담조직 ‘(가칭) IBS Innovation’설치 운영
○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기획 및 조사 분석, 지식재산 등록 및 관리,
대중 지식콘텐츠 개발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

○ 기초과학 지식이 직접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지도록 사업화 과정 중개
□ 대덕특구 출연(연) 공동 TLO 와 연계 활성화
*

○

* 연구회 소속 17개 출연(연)은 공동출자를 통한 TLO 설립 MOU 체결(2013년 7월)

주로 응용 개발 분야에 특화된 대덕특구 출연(연)들이 기초연구
기반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식 교류를 지향

○ IBS 성과가 특구 내 KAIST, 출연(연) 및 기업들에 이전될 수 있도록,
특구재단 및 연구회와 함께 확산 프로그램 및 기구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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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사업화의 새 플랫폼 구축

□ IBS Innovation의 법인화 검토
○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즈니스 전문성을 강화
○

하기 위해, 2016년 이후 사업화 전문조직으로 법인화 검토
IBS Innovation을 법인화할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설립

하여 IBS 생산 지식의 사업화를 전담
- IBS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사업컨설팅, 출자회사 설립,

창업보육, 자회사 경영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 수행

□

IBS Innovation의 법인화는 연구단 성과 축적 과정과 연계하고,

민간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 (1단계) 진입 예정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인에 출자할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
- 전문 컨설팅과 더불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투자자,

기초과학 및 기술경영 정책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방식을 병행

○ (2단계) 선정된 비즈니스 모델들을 중심으로 활동영역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법인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
- 조직 구성, 필요 인력의 확충 방안, 예산의 조달 방식, spin-off

자회사 유형,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세부 계획 확정

○ (3단계) CEO 등 주요 인력을 채용하고, 법인의 조직체계를 정비

- 법인의 인력은 공공부문의 부족한 과학사업화 역량을 고려하여

민간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확충
- 운영 초기에는 법인과 IBS 본원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인력의

일정 비율을 IBS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

○ (4단계) IBS Innovation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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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5개년 조직․인력․예산 운용 계획

1.

조직 운용 계획

□ 2013~2017년 조직 단위별 세부 운용 계획
현재
조직 단위 2013년
조직 규모

2017년 계획
․연구단 조직의 구성 방식 다양화

- 수월성 위주의 기존 bottom-up 방식과 더불어, 지정

연구분야에 대한 전략적 선정(top-down)방식 도입
- 기존 대형 연구단과 소규모 연구단의 병행 체제 구축
- 신진연구자의 독립적 연구수행 및 연구경험 축적을 위한

연구단

본원 3개,
캠퍼스 12개,
외부 5개

‘IBS Young Scientist’, ‘IBS Senior Scientist’ 그룹 설치

․‘(가칭) 연구단장 회의(IBS Directors’ Assembly)‘ 구성 개최
- 연구단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수월성 기준에 따라 50개 연구단의 선정
- 본원 15개 내외

- 캠퍼스 25개 내외(KAIST연합 10개 내외, GIST 5개 내외,
DUP연합 10개 내외)
- 외부 10개 내외(해외 연구단 포함)

․중이온가속기의 구축을 위한 조직 운영 효율화

- 개별 장치구축사업들을 총괄 추진하고, 이를 관리하기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단

5부,
1실,
15팀

위한 탄력적 조직체계 구성
- 가속기 시설 구축을 담당할 조직 마련

․사업단 하부 조직의 점진적 육성

- 중이온가속기 구축 완료 뒤 활용 중심 조직으로 전환
- 가속기 활용도 제고 기능들을 전담하는 신규 조직 설치

․연구지원 전문화를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
- 연구지원 전담 조직의 전문화

- 과학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별도 법인 설립

사무처

3본부,
13팀

검토(2016년 이후)
- 연구시설 장비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연구자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시설 장비 전담 부서 설치
- 최신 연구동향과 정책 모니터링, 우수연구자 유치, 해외

연구집단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
- 연구원 건설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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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 운용 계획

□ 인력 운용의 기본 방향
○ ‘세계 Top 1% 과학자 300명 유치계획’과 연계하여 우수과학자 유치
- 석학에서 신진연구자까지, 외국인뿐 아니라 재외한인 포함
- 해외 명문대학 및 우수 연구기관, 학회 등을 중심으로 신진연구자
Pool 구성 및 IBS 홈페이지에 우수인재 등록시스템을 운영
- 민간 헤드헌팅 업체와 연계하여 인재 발굴 협상 과정에 대한 전문성 강화

○ 개방형 인사제도를 통한 인재의 성장 유도
- 영년직(일정 기간 고용 후 심사를 통해 선발)을 매개로 한 고용형태

다양화로, 인력 유출입이 자유로운 개방형 조직 구조 유지

○ 인력교류의 활성화 및 유동성 촉진
- 연구자의 30% 를 외국인으로 채용하고, 연구인력의 50% 내외를

유동인력* 으로 구성

* 파견 겸임과 박사후연구원, 석학연구위원, 방문연구원 등의 제도 활용
- 유연근무제, 집중근무제 등 탄력적 조직 운영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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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운용 계획

□ 예산 운용의 기본 방향
○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임무 달성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정부출연금의 지속적 확대
- 기반조성, 연구단 운영비 등 핵심사업의 중기재정계획 100% 반영 노력

○ IBS가 세계적 기초연구기관으로 조기 성장하기 위해, 예산 운용의
선택과 집중 및 효율적 투자 활성화
- 5개년 계획의 우선 순위를 고려, 연구단 구성, 인재유치 육성,

연구원 건축 등 주요 사업에 집중 투자
- 기초과학 연구단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 배분 및 투자 성과

극대화 유도

□ 2013~2017년 소요 예산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

2013년 2014～2017년

계**

(2,260)

2,568

43,932

(IBS 운영 및 연구단 지원,
대형시설 장비 구축, 해외기관 유치 등)

(1,656)

1,880

31,920

(604)

688

12,012

기초연구 지원

연구시설 구축 및 연구기반 조성

(IBS 건설, 중이온가속기 건설 등)

총계
46,500

(48,760)***

33,800
(35,456)

12,700
(13,304)

* ~2012년은 기 투입 예산(2011, 2012년), 포함 시 예산은 괄호로 표시
* 총 예산은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따른 소요예산(기능지구 지원예산 제외)이며,
KDI 적정성 검토 결과 및 연구단 운영 개선 방안 등의 반영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기능지구 지원 예산(3,040억원) 포함 시 총계는 51,800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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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분야
생명
과학
(6)

수학
(1)

물리
(7)

화학
(6)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 현황

연구단장

신희섭
김은준
Charles Surh
남홍길
김빛내리
김성기
오용근
Yannis
Semertzidis
남창희
노태원
이영희
김영덕
염한웅
최기운
유룡
김기문
장석복
현택환
Steve Granick
Rodney Ruoff

사진

연구단 유형

연구
분야

(2013년 12월 기준)

연구단명

본 원
캠퍼스(KAIST)
캠퍼스(POSTECH)
캠퍼스(DGIST)
외 부(서울대)
외 부(성균관대)
캠퍼스(POSTECH)
캠퍼스(KAIST)
캠퍼스(GIST)
외 부(서울대)
외 부(성균관대)
본 원
캠퍼스(POSTECH)
본 원
캠퍼스(KAIST)
캠퍼스(POSTECH)
캠퍼스(KAIST)

뇌과학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뇌과학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면역학
면역 미생물 공생 연구단
식물생물학
식물 노화 수명 연구단
분자세포생물학
RNA 연구단
시스템 뇌과학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기하학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수리물리학
극한 상호작용
소립자물리학 액시온 및연구단
광학
초강력 레이저 과학 연구단
응집물질물리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나노구조물리
나노구조 물리 연구단
지하실험
입자물리학 핵입자 천체물리학
연구단
저차원 전자계
응집물질물리 원자제어연구단
이론물리
순수물리이론 연구단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나노과학 및
화학
연구단
초분자화학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유기화학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외 부(서울대)
캠퍼스
(UNIST)
캠퍼스(UNIST)

나노과학
연성물질물리화
학
재료화학

※ Steve Granick 단장은 12월 중 연구 착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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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입자 연구단
첨단 연성 응집 물질
연구단(잠정)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미래창조과학 연구공동체정책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
담당자
이민규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2)2110-2749
E-mail : leeya@msi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