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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일반현황

설립일
설립목적

2005년 7월 1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2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임무 및 기능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 기획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경제·인문사회 분야 인재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재양성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혁

1999. 1. 1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포, 경제사회연구회 설립, 인문사회연구회 설립

2005. 6. 3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경제사회연구회 해산, 인문사회연구회 해산

2005. 7.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설립 및 초대 최송화 이사장 취임

2006. 4. 11.

제2대 이종오 이사장 취임

2008. 7. 23.

제3대 김세원 이사장 취임

2009. 4. 3.

미래전략연구센터 설치

2011. 7. 23.

제4대 박진근 이사장 취임

2013. 10. 18.

제5대 안세영 이사장 취임

2014. 12. 26.

서울 외교센터에서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

2015. 12. 25.

미래전략연구센터를 국책연구전략센터로 변경

2016. 10. 18.

제6대 김준영 이사장 취임

2017. 12. 1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변경

2018. 2. 9.

제7대 성경륭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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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조직도

1센터 2본부 6실 14부 (2020년 7월 현재)

이사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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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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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2020년 7월 1일 기준, 단위 : 명)

이사장

정규직 (54명)

무기계약직 (29명)

계약직 (20명)

사무
총장

책임
전문위원

전문
위원

부전문
위원

전문
위원

부전문
위원

주임
행정원

행정원

전문
위원

전문원

1

8

20

25

12

9

3

5

4

16

1

예산현황

인턴

총원

2

106

(단위 : 백만원 / 2020.3.26. 제285차 정기이사회 기준)

수입·지출현황

구분

수입
‘20예산(A)

구분

‘20예산 변경(B) 증감(B-A)

합계

43,097

47,851

4,754

Ⅰ. 정부출연금

42,897

42,897

-

Ⅰ. 인 건 비

1. 정부출연금 편성

42,897

42,897

-

Ⅱ. 연구사업비

- 인건비

6,430

6,430

-

- 기관고유사업

2,715

2,715

-

31,263

31,263

- 일반사업비
- 경상운영비
- 시설비
2. 정부출연금 대체

합계

지출
‘20예산(A)

‘20예산 변경(B) 증감(B-A)

43,097

47,851

4,754

6,585

6,711

126

33,978

38,155

4,177

1. 기관고유사업비

2,715

3,098

383

- 기본연구사업비

2,715

3,098

383

-

- 연구관련사업비

-

-

-

2,489

2,489

-

- 연구지원사업비

-

-

-

2. 일반사업비

-

-

-

31,263

35,057

3,794

-

-

-

3. 수탁용역사업비

-

-

-

200

487

287

4. 정부대행사업비

-

-

-

1. 수탁용역수입

-

-

-

5. 청년인턴십운영

2. 정부대행수입

-

-

-

Ⅲ. 경상운영비

200

200

-

Ⅱ. 자체수입

3. 이자수입

-

-

-

2,534

2,984

450

Ⅳ. 시 설 비

-

-

-

-

-

-

-

-

-

4. 기타수입

-

138

138

Ⅴ. 기타
(차입금상환 등)

5. 청사보증금 및
매각잔액

-

148

148

Ⅵ. 연구개발적립금

6. 출연금 대체

-

-

-

Ⅲ. 전기이월금

-

4,467

4,467

1. 일반이월금

-

4,467

4,467

2. 출연금 대체

-

-

-

Ⅳ. 융자금회수

-

-

-

Ⅴ. 차입금

-

-

-

Ⅵ. 연구개발적립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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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주요 업무
부서명

업무내용

전략기획부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발전방향 기획에 관한 사항
2. 전략적 기획사업(TF, 위원회) 기획(교육혁신 방안 기획,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기획, 글로벌 코리아 사업 기획,
Inclusive Korea 기획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회 및 연구기관 업무의 기획 총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전략 기획 등에 관한 사항

비전실행부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정관에 관한 사항
2.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설립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회 및 연구기관 업무의 보고 총괄에 관한 사항
5. 연구회 비전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연구회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이사장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사업 운영·조정 등에 관한 사항

연구기획부

1. 연구기획에 관한 사항
2. 융·복합 협동연구 기획(협동연구과제 기획 보고회 포함)에 관한 사항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주관 협동연구 포함
3. 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래예측 정책연구지원 사업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데이터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사업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관한 사항) 기획에 관한 사항
5.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6. 국정과제 관련 정책연구 기획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 간 국정과제연구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연구기획에 관한 사항

협동연구부

1. 산·학·연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연구사업(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승인, 보고서 납품)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문정책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산·학·연 협동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부

1.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외국 주요 유관기관,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MOU 체결에 관한 사항
3.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4. 국제학술행사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위원회, 국제협력연구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계지역연구회(동남아/아세안, 북방, 중국, 유럽, 미국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연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8. 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국가들과의 연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9. 신남방·신북방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10.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글로벌 코리아 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본부

대외협력본부

플랫폼지원부

1. 위원회 및 공동연구단 운영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연구회 운영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3. 국내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4. 국내 주요 유관기관, 정부, 지자체 등과의 협력 및 MOU 체결·관리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종정책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 학회 등과의 학술회의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국내협력 및 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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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주요 업무
부서명

업무내용

경영지원부

경영지원실

예산부

1.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연구회 및 연구기관 사업계획(출연금·실행예산·연구개발적립금)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 공인회계사 지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중요재산의 처분, 담보제공 및 장기차입(1년 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구회 수입·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 인력운영(인력수급, 우수인재 확보, 비정규직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 예·결산 제도개선(정년연장, 공제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평가관리부

1.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 연구윤리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정책반영도 분석에 관한 사항
6. 연구회 및 연구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의 연구회 평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8. 해외사무소 운영 지원,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기획평가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연구기관 원장 경영목표 및 연봉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연구기관 자율적 학습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국민 성과보고회 개최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부

1. 연구기관 직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2.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연수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연구회 및 연구기관 인턴십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력개발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인문사회분야 인력풀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인재개발 및 연구기관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성과홍보부

1. 홍보 기획에 관한 사항
2.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3. 홍보물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식지·연차보고서 등 정기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5. 보도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확산에 관한 사항
8. 정책카페·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성과·홍보에 관한 사항

평가연수실

성과정보실

1.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회 업무 및 국정감사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회 이사장·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7. 연구회 및 연구기관 연구환경 개선(청사, 통근버스, 구내식당, 직장 어린이집, 공동운영협의회,
스마트워크센터, 복지시스템, 주거래 여행사 등)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 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연구기관의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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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성과정보실

업무내용

정보화부

인사혁신부

1. 연구회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회 직무분석 및 사무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회 직원의 임용·상훈·징계·근무평정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회 직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회 직원의 연봉계약에 관한 사항
6. 연구회 직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사항
7. 연구회 규정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회 교육훈련 및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연구회 인사·혁신에 관한 사항

총무재무부

1. 연구회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회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회 정보공개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회 민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5. 연구회 문서 및 인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회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연구회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8. 연구회 안전계획·비상계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0. 연구회 자금 수입·지출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연구회 금융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연구회 세무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연구회 총무·재무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혁신실

감사실

1. 연구회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회 및 연구기관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NFIS)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구회 및 연구기관 빅데이터 관리, 정보자료 공유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연구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국무조정실 정보보안 감사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8.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 세종시 지역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관리에 관한 사항
11. 출연연 정보화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정보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 연구회 일상감사 및 정기감사에 관한 사항
2. 연구회 연간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감사제도 기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회 및 연구기관 감사협의회 및 감사부서장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구회 및 연구기관 외부감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실태의 조사·점검에 관한 사항
7. 갑질, 인권경영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연구회 감사,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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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변화
외부 환경분석(PEST)
정책적 요인

발전국가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가속화
⇒ 국가비전과 국가역량을 체계화하고 정부의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연)의
선도적 전략개발 및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 필요성 증대
* 새로운 국가비전 선포 : 혁신적 포용국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및 산업 생태계 구조 개편
가속화
⇒ 혁신 생태계 구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필요
미·중 패권경쟁 심화, 남북한 외교 환경 급변, 신남방·신북방 정책 전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 진행 중
⇒ 출연(연)의 연구역량에 기반한 “세계 포용국가(연합) 및 세계 선도국가” 비전의 정립
및 체계화를 통한 글로벌 전략 마련
경제적 요인

세계질서의 대혼란(미·중 무역갈등과 패권경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단 가능성 및
글로벌 상황 악화, 한국의 경제부흥을 가져온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구조의 재편 필요성,
노사갈등과 이익갈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조정 지연
⇒ 한국경제의 침체·위기 극복방안 모색 필요
뉴노멀 시대(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진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신성장동력 산업 및 혁신성장 필요성 고조
⇒ 한국경제의 혁신성장(기존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전략 필요
저출산, 저성장, 경제사회적 침체 등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일국경영→다국경영) 필요
⇒ 국가경영의 공간적 범위 확장, 글로벌 경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 설정 및 공유, 정부·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Global Korea Forum(GKF)을 통한 기관 간 공동사업 기획 등 중장기 국제협력
및 개방형 혁신·협업 체계 구축 노력 증진 필요

사회적 요인

인구소멸,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등 수축사회 도래에 따른 높은 불행감과 자살률,
청년실업 증가 등 복합위기 도래
⇒ 정책당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과학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다수
출연(연)이 참여하는 우수한 융·복합 협동연구의 기획·지원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치·사회적 불확실성, 위기 고조 및 정책 패러다임 변화
⇒ 한국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적자본(지식/기술의 혁신역량)과 사회자본(신뢰/
협력의 포용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Team Genius를 형성, 연구회 및 출연(연)의
지속적인 조직 혁신(연구기관의 학습조직화, 구성원 역량 강화,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
체계 구축, 개방형 협동연구 추진,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 및 연구 수월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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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의 지방이전 및 정년퇴직자 급증에 따른 신규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정년
퇴직자 급증에 따른 전문 연구인력 감소 및 그에 따른 연구품질 저하 우려
⇒ 우수 인재의 이탈방지와 지원·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연구회 소속 26개 기관의 연구직 연평균 정년퇴직자는 2014년∼2018년(38명), 2019∼2023년(5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경제, 2019.5.24.)

기술적 요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주도(Data, Network, AI 등) 혁신경제 성장 가속화
⇒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적 관점의 연구 및 열린 혁신 플랫폼 구축 필요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 (위험예방, 기회선점), 미래예측을 반영한 질 높은 정책결정을
구현할 수 있는 지능형 정부 필요성 증대
⇒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분야별 종합적 미래예측 등 시간의 확장을 통해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를 도모
정보통신·데이터분석·AI 기술을 활용한 연구행정 프로세스의 획기적 개선, 국민과의 소통
강화,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및 모니터링, 출연(연) 연구성과의 공유·확산 필요성 증대
⇒ 연구기획과 성과확산 활동을 동시연동 하는 연동하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홍보체계
구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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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PEST
SWOT/PEST 분석 및 대응전략
SWOT/PEST 분석

강점
(S)

약점
(W)

• (사업) 시의적절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개방적 연구기획

• (사업) 출연(연) 수행연구의 정책기여도 미흡,
정책당국의 신뢰도 저하

• (조직) 분야별 최고 전문가,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연구 플랫폼 구성·운영
(연구회 내 위원회와 공동연구단, 연구회와
대학 사회를 연결하는 다수의 연구그룹 형성)

• (조직) 연구회 자체 연구기능,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연구기획 기능 미흡

• (인사) 연구기획부터 연구기관 지도·관리까지
통합적 관점의 인력운영 체계 구축·운영

• (인사) 지방이전에 따른 처우 저하, 출연(연)
전문 인력의 정년퇴직 등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고,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개방적 교류협력 기회 부족

기회
(O)

위협
(T)

• (정치) 발전국가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환 연구 필요성 증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해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을
높이기 위한 체감형 정책연구 수요 증가
•(경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전환기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필요 증가
•(사회) 수축사회 도래에 따른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출연(연)의 정책대안 제시 필요 증가
•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주도 혁신경제
성장 가속화에 따른 융합적, 창의적 문제해결
필요성 증대

• (정치) 추격형 성장의 동력 약화 및 중진국
함정에 대한 우려 상존
• (경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
및 경제생태계 급격한 변화 예상
• (사회) 인구소멸,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청년실업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합위기 도래
•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혁신
성장 동력 및 전략 연구 부진(수정 필요)
• (기타) 데이터 분석, AI 활용, 미래시나리오
기획 등 미래지향적 연구역량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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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강점-기회전략 (SO전략)

약점-기회전략 (WO전략)

강점 • 미중 무역갈등과 패권경쟁, 한일 무역 약점 •연구기관의 분절적 특성을 극복하기
활용
위해 위원회와 공동연구단, 연구그룹 등
갈등, 한반도의 긴장과 변동, 4차 산업 보완
통합적 협동체계를 구축하고 융합적
혁명의 급진전,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연구를 확대
점증하 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생존
경쟁에 대응하여 출연(연)의 미래연구
및 글로벌 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
정책 기조 설정 및 정책결정을 지원
• 민주정부·민본정부의 책임성을 증진
하기 위해 국민체감형 정책개발을 추진
할 수 있는 다양한 협동연구 추진 체계
구축

• 구성원의 역량을 증진하고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사혁신, 조직혁신,
재무혁신, 업무혁신(학습조직화), 리더십
혁신 등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 긴급연구제도,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등 연구의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틀 마련 필요

기회 •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기회 • 전공과 분야의 벽을 넘어서는 출연(연)
확대
포착
예견적 국정관리 시스템 구축
간 협력 시스템 구축 및 허브 역할 수행
•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분야별 최고
전문가 집단의 협업 및 융복합 연구 수행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연구 플랫폼
가동

•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자 역량 증진 및 경영·행정 혁신
방안 마련 필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강점-위협전략 (ST전략)

약점-위협전략 (WT전략)

강점 • 자율책임형 기관 운영을 위한 제도적 약점 •연구기관 DB 구축 활용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
보완
기반 마련
신뢰도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정부-기관-시민 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활용
• 경제·사회·국제관계 등 부문별 최고
전문가(집단) 네트워크 활용하여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합위기에 대응

•연구회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
• 정책당국과 국민이 연구 성과를 체감할수
있는 성과확산 플랫폼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구성원 역량 개발

위협 • 적극적인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정책
극복
기여도 제고 및 정책당국의 신뢰도 향상
•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융복합적 연구기획 및 미래지향적
출연(연) 지도 관리

위협 • 단일 연구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융·
극복
복합적 분야에 대한 연구회 자체 연구
기획 및 지원역량 강화
• 우수연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여건
및 복지 등 연구환경 개선 필요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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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의 임무
법적 임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5조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합리적인 국가 연구체계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함
•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
(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 경제·인문사회분야 인재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재양성
•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연구회와 출연(연)의 관계

연구기관의 융·복합적 연구수행 및 상생발전을 이끄는 연구회
- 소관 연구기관별 단절을 극복하고 전문성을 결합하여 복잡다기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융·복합적 관점의 과제 기획, 자율성에 기반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토대 제공 → 연구회 체제의 최대 강점 발휘
통합적·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하는 연구회
- 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예·결산, 임원 임면, 경영목표 승인,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 기능조정, 연구 및 경영 평가, 경영혁신 등 연구와 경영의 전반에 대해 통합
이사회를 통해 지도·관리 → 국책연구기관 전체의 통합적·미래지향적 문제해결 역량
극대화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정부·국민과
연구회·출연(연)의 관계

정부의 정책결정 지원 (Backdoor Support)
- 발전국가의 한계, 수축사회의 도래 등에 대응한 새로운 국가비전 및 국가발전전략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국가적 긴급현안 발생 시 긴급연구 수행 등을 통해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 제고에 기여 → 국민 삶의 질 제고
미래예측을 통한 정부의 전략수립, 정책결정 지원 (Frontdoor Leading)
- 빅데이터 분석, 시나리오 플래닝 등을 통해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미래의 기술 변화와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지능형·플랫폼 정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의
중장기적 문제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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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의 지향
국내외 환경변화, SWOT 분석, 연구회의 임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회와 출연(연)
임무달성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연구회가 추구할 방향을 아래와 같이 도출
1. 정책연구 기획기능의 획기적 강화
발전국가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비전의
정립과 체계화

(대내비전 : 혁신적 포용국가) 가치의 공유(민주주의, 공정한 시장경제, 포용, 평화, 공존),
충실한 사회보장, 국민의 역량증진,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평화 실현, 역동적 경제를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형성
(대외비전 : 세계 포용국가(연합)과 세계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개방적 존재 조건(높은 무역
의존도, 750만의 재외동포, 22만명의 해외 유학생, 14만명의 외국인 국내 유학생, 한류
열풍과 8,900만의 한류 팬 존재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 글로벌 공동체의 상호의존성을 증진
하고 세계평화와 세계공익에 기여하여 세계와 평화번영을 이루기 위해 세계 포용국가(연합)의
비전을 추구, 이와 함께 한국의 코로나 방역 성공과 경제사회적 회복 경험을 활용하여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와 취약국가들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 선도국가의
비전도 추구
국가비전에 기반한 국가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비전에 대한 이론화 및
체계화 연구 기획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기획

3대 국가역량 : 인간역량, 시간역량, 공간역량
- (인간역량 증진) 교육혁신을 통해 창의적 Human Capital(인적 자본)을 증진하고
혁신역량을 강화, 신뢰와 협력의 Social Capital(사회적 자본) 증진을 통한 포용역량
극대화 ⇒ Team Genius 형성을 위한 ‘Post 5.31 교육혁신’ 연구
- (시간역량 증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예측,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한 대응전략 모색
등을 통해 미래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정부의 전략수립과 정책결정 지원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체계 구축, 대한민국 미래전망 역량 강화
- (공간역량 증진) 저출산, 저성장, 장기 경제침체에 대응하여 다국경영(多國經營)을
확대하고 미래발전 동력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의 글로벌 대응 지원, 이를 위해 글로벌
동향 분석 및 글로벌 대응 전략 연구를 확대하고 출연(연)의 기능을 National Research
Council(NRC)에서 Global Research & Consulting Council(GRC)로 확대(개도국
맞춤형 발전전략·교육·연수 연구 및 컨설팅)
⇒ 신남방·신북방을 비롯한 개도국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글로벌 정책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글로벌 국가경영을 위한 선도 역할 수행, Global Korea Forum(GKF)
운영, 다수의 연구회(세계전략연구회, 일본연구회, 신남·북방연구회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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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수립

: “질적 발전” 전략으로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기획
선성장·후분배 시대의 양적 성장전략(input/investment/debt-driven growth)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주도적 성장전략(innovation-driven growth)으로의 전환
방안 연구
“질적 발전”을 통해 양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연구 기획
- (삶의 질의 획기적 개선) 근로조건 개선, 휴식, 일·가정 양립, 사회보장 확충을 통한 삶의
만족도 증진, 학교교육에서 직장교육과 평생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 기회 부여,
문화생활 향상, 환경개선 등
- (창의력에 기반한 혁신성장(creativity-driven growth) 전략 연구) 적극적 포용정책을
통한 고용확대, 일자리 질 제고, 전국민의 창의력 증진에 기반한 창의력 극대화와
적극적 혁신성장 정책 추진 → 포용국가와 혁신국가의 역동적 균형 추구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및 세계질서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한국형 뉴딜 추진 지원
- 포용성장을 위한 ‘휴먼 뉴딜’(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사람투자 확대),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3대 뉴딜을 시작으로, ‘바이오 뉴딜’, ‘지역 뉴딜’, ‘한반도
뉴딜’, ‘글로벌 뉴딜’ 등 중장기적 과제 지원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와
국정운영 원리 :
“포용, 혁신, 평화”의 내재
화를 위한 정책연구 기획

(포용)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본적 사회보장, 교육, 고용,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을
안정시키고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 조성
(혁신) 국민의 창의적 역량을 증진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통해 지속적 성장동력을 형성
(평화) 공동의 목표와 공생의 철학을 공유하여 집단간·국가간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와
공동번영을 추구

2. 탁월한 정책연구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조성
새로운 연구 전 과정
관리 체계 구축
: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 체계(Total
Research Cycle
Management System)

과제발굴, 연구기획, 연구수행, 연구결과 평가 및 성과확산의 연구 전주기별 새로운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안정과 행복에 기여하는 정책연구기관이라는 출연(연)의
책무성 강화 필요
“Open research, Co-production” 개념의 “열린혁신 연구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
연구의 주요 고객인 정부부처, 다양한 국민 집단(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 작업을 통한 정책연구 수행
정책연구 각 주기별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결과가 교육·연수와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끊임없는 학습을 통한 역량 제고 및 정책연구의 지속적 개선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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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매트릭스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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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출연(연) 중심의 ‘위원회와 공동연구단’
- 출연(연)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축적된 지식 및 전문적 역량을 집적, 연구 및 경영 전
분야에서 개별 연구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성·능동성 제고 및 연구회 체제의
강점 극대화
- (위원회) 자율성 신장, 자체 역량 강화, 연구수월성 제고 등 연구회와 출연(연)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업무의 관리를 위한 상시적 공동경영 체제
* 현재 8대 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 운영 중 :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미래혁신위원회, 통합정책관리위원회,
연구수월성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 성평등·다양성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인문정책
특별위원회

- (공동연구단)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저출산, 한반도평화번영, 글로벌
소프트 파워와 같은 복합적 정책과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제시, 중요한 정책적
판단 지원, 전략수립 등을 위한 공동연구체계
* 현재 6대 공동연구단 운영 중 : 포용성장연구단, 혁신성장연구단, 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 국제협력연구단, 균형
발전연구단, 코로나19 대응 연구단

출연(연) 외에 국내외 학계의 최고 전문가를 망라한 ‘연구그룹(분야별 연구회)’
- 경제인문사회계·과학기술계 출연(연),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 등 학계, 기업, 시민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공동연구(전략보고서
발간, 협동연구 등), 공동포럼 등을 통한 분야별 전략 제안
* 현재 11대 연구회 운영 중 : 포용국가연구회, 혁신경제연구회, NRC교육혁신연구회, 미래예측연구회, 글로벌
코리아 포럼, 세계전략연구회, 중국종합포럼, 일본연구회, 신남·북방연구회, 고대문명교류연구회, 감염병연구회

연구회 내부 혁신의
방향성 : 조직성과의
극대화와 개인의
만족을 동시에 추구

3. 조직과 개인이 함께 행복한 연구회를 만들기 위한 내부 혁신
연구회에 요구되는 대내외적 기대를 충족하고 연구회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그간 연구회가
추진해온 업무에 더하여 새로운 방향의 업무들이 증가하면서, 부서 간 업무분담의
불균형·소통의 부재 등으로 내부 조직의 분절화, 직원 불만 발생
조직성과 요구와 개인성장 요구가 균형있게 결합되어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조직을 지향
- 행복한 연구회를 위해서는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시하고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도외시
하고 단순히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직장이 되어서도 안 됨
연구회가 정부의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미래예측을 통해 정부를 향도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는데 대한 강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각자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국가 전체의 정책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연구회의 위상과 가치 증진
- 각자의 노력과 헌신, 연구회의 위상과 가치 증진 등을 통하여 연구회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조직문화 조성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체계 혁신

전생애적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개인의 희망과 조직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 및 인재유형별 경력개발제도를
설계하고 단계별 교육과 연계하는 학습조직으로 전환
- 채용, 입사, 승진, 보직임용 등 주기별 교육, 우수인력 국내외 교육연수 기회 확대 및
저성과자 역량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직원의 역량 제고

팀 지니어스(Team
Genius) 형성과 애자일
(Agile)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조직혁신

• 애자일(Agile) 조직
- 『The Age of AGILE : 애자일,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의 비밀』, 스티븐 데닝 著
① 소규모 팀의 법칙
- 오늘날의 뷰카(VUCA)*한 세상에서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문제를
가능한 작은 단위로 세분화해 소규모의 자율적인 기능혼합팀들에 맡겨야
하며, 고객과 최종 사용자의 피드백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짧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몰입해서 작업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크고 복잡한 조직을 구성하는 대신, 문제를 자잘한 조각으로
나누어 급변하는 기술과 고객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맞게 조정하며 점진적으로
합치는 것이다. (p.71)
② 고객의 법칙
- 이제 회사는 고객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고객들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할지 알아내야 한다. 고객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고객과 상호작용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향상될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p.109)
③ 네트워크의 법칙 : 끊임없이 구부러지고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은 팀
- 네트워크는 사람이나 사물을 서로 연결하는 조직 또는 시스템이다. 조직 네트
워크는 팀 내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팀들과도 열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
하면서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팀들의 집합이다. 조직 네트워크는 작은 팀의
법칙에 기초한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각 팀에는 팀의 목표와
고민을 넘어서, 자신들의 임무가 상위 집단의 임무 중 일부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p.156)
* 뷰카(VUCA)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조직을 지향
- 인적자본 : 구성원들의 창의력을 증진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자본 : 상호신뢰와 협력에 기반하여 팀으로 결합되어 일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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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 조직문화 탈피
- 단순 상명하복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위치에 맞는 책임성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상호
존중·신뢰에 기반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전환
- 보직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스스로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조직을 조율하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플라이어 리더십을 가질 필요
- 기존 관료주의적인 명령체계에서 부서간의 경계를 허물고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관료주의적인 명령체계

수평적 네트워크

애자일 조직을 향해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 애자일 조직 형성의 첫걸음으로 구성원들 간 경계를 허물 필요 → 가까운 동료뿐만
아니라 자주 마주치기 어려운 직원들과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내
동호회, 워크숍 등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연구회 핵심가치, 부서별 업무추진 성과 등의 주기적 공유 및 제언기회 마련을 통해
동일한 목표와 가치, 정보를 공유하는 목표지향 조직으로 전환 → 조직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초기에 작은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변화의
열망, 추진 동력을 만들어 나갈 필요
- 연구회 내부 부서 간, 개인 간 소통 및 연구회 주요 고객인 출연(연)과 정부부처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즉시 업무에 반영·개선하는 기민한 조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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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

비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
3대 혁신

연구 기획 혁신

연구생태계 혁신

연구회 내부 혁신

추진목표

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기획기능 강화

탁월한 정책연구를
위한 발전 생태계 구축

구성원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추진전략

국가비전과 전략과제를
위한 정책연구
기획·지원

정책연구 전 과정
혁신 및 개방형 융합
네트워크 활성화

팀 지니어스 실천 및
애자일(Agile) 조직
전환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

실천과제

1-1
발전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
정립·체계화

2-1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 체계 확립(TRM)

3-1
전생애적 인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핵심인재 양성

1-2
3대 국가역량 (인간,
시간, 공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기획·지원

2-2
연구몰입을 위한
매트릭스 조직운영 및
연구환경 개선

3-2
애자일(Agile) 조직
전환을 위한 선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2-3

3-3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기획·지원

연구성과 확산 다각화
및 정보인프라
기반 강화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소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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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
①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② 글로벌 집현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
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을 지원하고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2조

연구회의 설립목적,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을 비전으로 설정
①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소멸, 실업자의 증가, 사회갈등, 4차
산업혁명, 미중패권경쟁(power transition)의 장기화, 한일갈등의 반복 가능성,
한반도 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대전환기’에 직면
- 이러한 대전환기에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다양하고 복잡한 국민 정책요구 파악,
이를 반영한 정책연구과제 발굴, 데이터를 활용한 거시적·미래예견적 대응체계 구축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연구회와 출연(연)의 기본 임무
② 글로벌 집현전
- 정부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National Research Council(NRC) 로서의 기능에서
한발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의 미래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대 다국경영(多國經營)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Global” Research and Consulting Council(GRC)로 도약
- 세종대왕 시대 “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은 집현전에서 올바른 치세를 위한 연구를
한 것과 같이, 연구회 및 26개 소관 연구기관이 대전환기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명견만리의 지혜를 창출하는 최고의 연구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추진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
SWOT/PEST 분석을 통한 추진목표, 추진전략 도출
S 강점

ST전략(강점활용-위협극복)

T 위협

• (사업) 시의적절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개방적 연구기획
• (조직) 분야별 최고 전문가,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연구 플랫폼
구성·운영
• (인사) 연구기획부터 연구기관 지도·관리
까지 통합적 관점의 인력운영 체계
구축·운영

• 경제·사회·국제관계 등 부문별 최고
전문가(집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합위기에 대응
•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융복합적 연구기획 및 미래지향적
출연(연) 지도·관리

• (정치) 추격형 성장의 동력 약화 및
중진국 함정에 대한 우려 상존
• (경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증대 및 경제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예상
• (사회) 인구소멸, 고용불안정, 소득 불평등,
청년실업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합위기 도래
• (기술)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혁신성장 동력 및 전략연구 필요성 증대

SO전략(강점활용-기회확대)
• 시의적절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개방적 연구기획 강화
•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분야별 최고
전문가(집단) 협업 및 융복합 연구 수행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대전환기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정책연구 플랫폼
가동

Strength

Threat

SWOT/PEST분석

Opportunity

WT전략(약점보완-위협극복)
• 단일 연구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융복합 분야에 대한 연구회 자체
연구기획역량 강화 필요
• 우수연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여건 및 복지 등 연구환경 개선
필요

Weakness

• (정치) 발전국가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국가운영 패러다임 전환 연구
필요성 증대, 정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감형 정책연구 수요 증가
• (경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전환기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필요
• (사회) 수축사회 도래에 따른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출연(연)의 정책대안
제시 필요
•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주도
혁신경제 성장 가속화에 따른 융합·
창의적연구 필요성 증대

• 긴급연구제도,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등 연구의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틀 마련 필요
• 최고 수 준의 연구 성과 창출 을
위한 연구자 역량 증진 및 경영·행정
혁신 방안 마련 필요

• (사업) 출연(연) 수행연구의 정책 기여도
미흡, 정책당국의 신뢰도 저하
• (조직) 연구회 자체 연구기능,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연구기획 기능
미흡
• (인사) 지방이전에 따른 처우 저하,
출연(연) 전문 인력의 정년퇴직 등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고,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교류협력
기회 부족

O 기회

WO전략(약점보완-기회포착)

W 약점

3대 혁신

연구 기획 혁신

연구생태계 혁신

연구회 내부 혁신

추진목표

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기획기능 강화

탁월한 정책연구를 위한 발전
생태계 구축

구성원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추진전략

국가비전과 전략과제를 위한 정책연구
기획·지원

정책연구 전 과정 혁신 및
개방형 융합 네트워크 활성화

팀 지니어스 실천 및 애자일 조직 전환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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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추진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
[1-1] 발전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 정립·체계화

국가 패러다임
1. 국가비전과
전략과제를
연구 기획
전환을 위한
위한 정책연구
혁신
정책연구 기획기능
기획·지원
강화

세부 추진과제
(1) 포용국가연구회 구성·운영
(2) 혁신경제연구회 구성·운영

(1) 교육혁신(인간역량 강화)
[1-2] 3대 국가역량(인간, 시간, 공간역량)
(2)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시간역량 강화)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기획·지원
(3) 확장적 공간관리(공간역량 강화)
[1-3]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기획·지원

(1) 코로나19 대응 종합 연구 기획
(2)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 지원
(1) 대국민 종합 요구조사

( ) 연구수행 과정별 관리체계 구축
[2-1]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 체계 확립 2
(TRM; Total Research Cycle (3) Open Think Tank 활용
Management System)
(4)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5 ) 연구기관 평가편람 개선
(1) 위원회, 공동연구단, 연구그룹 등
매트릭스 조직운영

연구
생태계
혁신

탁월한 정책연구를
위한 발전 생태계
구축

2. 정책연구 전
과정 혁신 및
개방형 융합
네트워크 활성화

[2-2] 연구몰입을 위한 매트릭스 조직운영
(2) 안정적·촉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및 연구환경 개선
출연(연) 제도개선
(3) 행정효율화 및 교육훈련 강화
(1) 출연(연) 성과확산 체계 확립 및 전략적
소통 강화
(2) 정책연구 큐레이션 관점의 성과확산·
홍보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생산
[2-3] 연구성과 확산 다각화 및 정보
인프라 기반 강화

(3)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및
기관운영 투명성 강화
(4)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5 )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정보인프라 구축

연구회
내부혁신

구성원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3. 팀 지니어스
실천 및 애자일
조직 전환 등
지속적인 경영
혁신 추진

[3-1] 전생애적 인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핵심인재
양성

(1) 직원채용시스템 개선

[3-2] 애자일 조직 전환을 위한 선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1)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3-3]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소통체계 구축

(2) 전생애적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2) 국내·외 교육 강화
(1) 임직원 소통문화 활성화
(2) 구성원 만족도 조사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3
Part

세추
부진
계
획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책연구 발전 생태계를 혁신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선도해 나갑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Part

3

세부 추진계획
추진목표 Ⅰ

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기획기능 강화
추진전략

국가비전과 전략과제를 위한 정책연구 기획·지원
실천과제

세부 추진과제

1-1. 발전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 정립·체계화

실천과제 1-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개

1-2. 3대 국가역량(인간, 시간, 공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기획·지원

3개

1-3.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기획·지원

2개

발전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 정립·체계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짧은 기간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 우선 정책으로 저출산,
불평등 증가, 고용의 불안정성, 높은 자살률 등 ‘한국의 비극(Korean Tragedy)’에 직면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대내비전 : 혁신적 포용국가
- 포용성과 창의성, 혁신성의 증진 / 경제·고용, 사회·복지, 정치·국제관계 및 국민
개개인의 역량 증진
- 경제적 번영(역동적 경제), 사회적 연대, 개인적 행복을 모두 실현
대외비전 : 세계 포용국가(연합)
- 포용성과 창의성, 혁신성의 원리를 인종주의·자국중심주의로 치닫는 세계에 적용
- 포용, 혁신, 협력·평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세계를 포용하고 함께 협력·혁신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
국가비전을 재정립하고 이에 기반한 국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 이론화 및 체계화 연구 기획 필요

세부 추진과제

(1) 포용국가연구회 구성·운영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민간기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을
이론화·구체화 하고 발전국가 패러다임을 극복할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
협동연구(메가프로젝트) 「포용국가와 혁신경제 구현: 이론, 사례, 이행전략」 (2020~2021,
한국행정연구원 주관) 기획 및 진행상황 관리, 세미나, 보고서(또는 단행본) 발간 등 과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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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경제연구회 구성·운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축이 되어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민간기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경제도약을 지원
공동포럼, 개방형 전문가 회의, 전략보고서 발간 등 과업 추진

실행계획(안)

세부 추진과제

(1) 포용국가연구회 구성·운영

(2) 혁신경제연구회 구성·운영

세부 실행계획

기한

• 포용국가연구회 구성

상시

• 포용국가연구회 운영
- 세미나, 보고서(또는 단행본) 발간

상시

• 메가프로젝트 협동연구 기획 및 과제
관리 : 기획회의,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등

상시

• 혁신경제연구회 구성

상시

• 혁신경제연구회 운영
- 공동포럼, 개방형 전문가 회의,
전략보고서 발간 등

상시

비고
참여자
지속 확대

연구수행
기간에 맞춰
진행
참여자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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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1-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대 국가역량(인간, 시간, 공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기획·지원
발전국가 전략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한국의 비극’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
인간, 시간, 공간의 3차원 확장을 통해 국가·사회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체계
구축 및 미래 대안 제시 필요
- (인간역량 증진) 대한민국의 최고 자산은 국민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임에도, 5.31 교육
개혁 이후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암기, 시험, 순위, 서열화 등 다양한 문제 야기 →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시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인적 자본 (지식을 통한
혁신역량)과 사회 자본(신뢰·협력의 포용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Team Genius
형성을 위해 창의력 교육과 협동 교육 중심으로 국가교육 대전환 필요
- (시간역량 증진) 데이터 표준화·연결, 분석 등을 통한 예측·정책지원 모델의 정교화를 통하여,
불확실한 미래사회·변화에 대한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
지원 필요 → 정책결정 수준이 높은 유능한 정부 실현에 기여
- (공간역량 증진) 그간 수원국 요구에 따라 Bottom-Up 방식의 단위사업 위주로 진행된
ODA 협력의 틀을 넘어서는 통합외교적 관점의 종합적 접근, 대한민국의 글로벌 협력
비전과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공동 플랫폼 필요 → 대한민국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증진,
포용국가 플랫폼 구축을 통한 ‘세계 포용국가(연합)’ 국가비전 달성에 기여
인간

공간

Human 10.0

global

Human 0.5

local
과거

세부 추진과제

미래

시간

(1) 교육혁신(인간역량 강화) : NRC교육혁신연구회 구성·운영
정부부처(교육부 등), 연구기관, 학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 관계 기관을 총망라하여 국가 교육방향을 논의하고 교육전략 제시
협동연구 「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 (2019~2020), 협동연구(메가프로젝트)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학습생태계 조성 방안」
(2020~2021) 추진(한국교육개발원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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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프로젝트 협동연구 기획 및 2개 협동연구 과제의 진행상황 관리, 과제 종료 이후
성과확산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례 포럼, 세미나(연말) 등 과업 추진
(2)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시간역량 강화)
연구회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 종합 예측센터 설치·운영, 주요 연구기관에 부문별
데이터 분석 및 예측센터 설치·운영
- 데이터 공유 서비스, 협동연구 지원, 정책 이슈 조기 경보 및 대안 분석, 예측 전망 등 4개
주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석 플랫폼 구축
* 데이터 공유 서비스: 신문기사, 크롤링 데이터, 법률정보, 지리공간정보 등 텍스트정보와 경제·인구·지리 등
정량·위치정보 공유협동연구 지원: 연구회 내외부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 지원을 위한 데이터셋 관리, 모델 관리,
의사소통 기능 제공정책 이슈 조기 경보 및 대안 분석: 비정형데이터를 활용, 분야별 주요 이슈의 선제적 감지
예측 전망 : 관련분야 미래예측을 위한 빠른 주기(high-frequency) 데이터와 세분류(disaggregated)
데이터 수집 및 DB화를 통한 분야별 예측모형 개발

데이터 기반 예측·정책 시뮬레이션 등 분야별 데이터 분석 및 네트워킹
- 국제·안보통 상(대외),경제·산업·금 융(K DI),보건·복지,교육·인적자 원(교육),
ICT 융합(정보),제도·입법(법제), 지역산업·혁신(산업), 환경·에너지(환경), 공간구조·
물류·부동산(국토), 농업·해양 부문(농촌)
* 20년에는 10개 부문 중 공모를 거쳐 실현가능성, 파급성 등 기준에 따라 1개 부문 선정

- 연구회 데이터 분석 플랫폼, 출연(연) 데이터 부문별 분석 간 상호 네트워킹 및 각 대학·
해외 미래센터 등과의 네트워킹 구축 추진
- 통계청, 행안부의 빅데이터 센터 및 국내대학, 해외 데이터센터와의 네트워킹 추진
* 통계청 RDC(Research Data Center) 운영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개최
- 데이터 기반의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통합적·미래예견적 종합
전망을 통해 국가 핵심 의제 수립 지원
- 세계 동향 전망 : 세계 정치와 안보, 세계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동, 세계 경제, 세계
고용 및 불평등 동향 전망
- 한국의 미래전망 : 대외 통상과 국제금융, 국내 경제·사회, 안전·사회갈등, 환경(지속
가능), 과학기술, 지역별 일자리·산업,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 등 차년도(N+1년)
경제·사회·남북관계 (복합) 지표별 분석 및 전망
(3) 확장적 공간관리(공간역량 강화)
글로벌 코리아 포럼(GKF) 운영
- 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사업 공동 기획: 다양한 분야의 통섭·융합적 협력 체계 구축,
성과확산 및 공동사업 기획·추진을 통한 상호 역동적 발전 전략 모색
- 정례 포럼 개최 : 상·하반기 포럼 개최를 통해 비전과 전략수립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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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방문 : 참여기관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해당 기관 및 수행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상호 실질적 연구·사업 기획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 확대 방안 모색
-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개최 : 글로벌 코리아 포럼 참여기관들의 해외 사업 소개 및 우수
사례 홍보기회 제공, 주요국 외교 공관 및 정부부처 등을 초청하여 한국의 글로벌 사회
자본 형성에 기여
세계전략연구회 운영
- 세계질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외 여건변화 및 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모니터링,
이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외교전략 수립을 지원
- 회의 및 세미나,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 동향 공유, 전략보고서 작성 및 종합연구 등
과업 추진

실행계획(안)

세부 추진과제

세부 실행계획
교육혁신연구회 구성·운영

(1) 교육혁신(인간역량 강화)

(2)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시간역량 강화)

(3) 확장적 공간관리
(공간역량 강화)

상시

연구회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상시

연구기관 부문별 데이터 분석

상시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개최
• 글로벌 코리아 포럼 운영
- 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사업 공동 기획
- 정례 포럼 개최
- 기관방문
-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개최

추진배경 및 필요성

비고
참여자

상시

(메가)프로젝트 협동연구 기획 및 과제 관리
: 기획회의,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

• 세계전략연구회 구성·운영

실천과제 1-3

기한

매년 말
상시
연 2회
매월
매년 하반기

지속 확대
연구수행 기간에 맞춰
진행

’20년의 경우
5월 개최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추진

상시

참여자
지속 확대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기획·지원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대미문의 위기로 생명붕괴·경제붕괴·사회붕괴·국제관계붕괴 등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 국내 및 세계질서의 급속한 재편 예상
-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기업-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포용과 개방의 정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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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

(1) 코로나19 대응 종합 연구 기획
코로나19 관련 긴급연구, 단기·중기·장기 협동연구 및 웹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시기별 필요한 정책 제언
- (긴급연구) 「Korea Report」 : 1월~4월 간 한국의 대응조치, K-방역 등의 정리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에 기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
- (협동연구 : 단기) 「COVID-19의 예후 예측 모형 개발」: 코로나19 발생 과정과 확산 예측에
대한 모형 개발, 단계별 대책 마련 등(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
- (협동연구 : 중기)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산업 충격대응 협동연구」 : 코로나19가
국내외 경제·사회·산업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 추정, 경제·산업 내외의 구조적 변화
분석, 국내외 정부 정책 현황 및 계획 분석 등(한국교통연구원 주관)
- (협동연구 : 장기) 「포스트-코로나19 시대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전략 연구」 :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 변화를 선제적으로 전망하고, 중장기적 국가전략 도출(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주관)
(2) 정부의 한국형 뉴딜 추진 지원
코로나19 계기, 국내 및 세계질서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한국형 뉴딜 추진 지원
- 한국사회 발전 패러다임 전환, 경로의존성을 극복하는 경로 전환,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입각한 뉴딜정책 추진 필요
- 현재 개념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
사업 중심의 정책을 제안하는 보고서 발간 추진
- 필요 시, 발간된 보고서의 내용을 정부부처 및 전문가와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실행계획(안)

세부 추진과제
(1) 코로나19 대응 종합
연구 기획
(2) 정부의 한국형 뉴딜
추진 지원

세부 실행계획
협동연구 기획 및 과제 관리
: 기획회의,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
웹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보고서 발간
웹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기한
상시
필요 시
’20. 하반기
필요 시

비고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추진목표 Ⅱ

탁월한 정책연구를 위한 발전 생태계 구축
추진전략

정책연구 전 과정 혁신 및 개방형 융합 네트워크 활성화
실천과제

실천과제 2-1

세부 추진과제

2-1.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 확립
(TRM; Total Research Cycle Management System)

5개

2-2. 연구몰입을 위한 매트릭스 조직운영 및 연구환경 개선

3개

2-3. 연구성과 확산 다각화 및 정보인프라 기반 강화

5개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 확립

(TRM; Total Research Cycle Management System)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민 정책요구 파악을 통한 연구수행부터 대국민 성과보고, 평가 및 교육·연수까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출연(연) 정책연구 전주기에 대한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성 강화 필요
정책연구의 주된 수요자인 정부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열린 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긴급현안에 대한 즉시적 대응, 국민체감형 연구 수행 및 국가 발전전략 수립에 기여
정책연구 각 주기간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연구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연구
수월성 제고

38/ 39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

Open
Think
Tank
(OTT)
Open
Research,
CoProduction

▶

연구
수행
과정

연구
기획

• 국민 종합 요구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종합전망 및 과제발굴
- (정부부처) 국정과제 및 부처의 주요현안 파악
- (연구기관·학계) 사전연구, 연구개발, 학계의견 파악
- (시민사회) 국민요구, 언론동향 파악
* 분야별·대상별 정밀 요구조사 또는 면담조사 실시
* 정책 담당자의 요구 반영
• 연구과제 선정
※ 연구유형
- (장기) 국가적 융·복합 대형 과제(mega-project)
- (중기) 협업 플랫폼(정부-연구기관, 연구기관 간) 과제
- (단기) 긴급 현안(정부 및 연구기관 제안) 수시 과제
• 연구팀 구성
- 최고·최적의 연구팀 구성 : 연구기관 내외부 망라한 최고 전문가로 구성
(학습조직화, Team Genius 구축)

연구
수행
·
정보
공유

• 연구계획서 작성
- 문제발굴 : 현장 방문 및 대화를 통한 정확한 문제인식
- 기존 연구 및 최신 연구 리뷰
- 연구주제, 가설, 연구목표 명료화
- 풍부한 데이터 구축, 연구방법 정립
- 예상결과 제시
• 연구보고서 작성
- 연구주제/가설 검증
- 다양한 연구 데이터 활용 : 공공데이터, 서베이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 분명한 결론 도출 :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시
- 가설-데이터-결론에 기반한 유용한 정책 대안 제시
• 연구수행 과정 종합 모니터링
- (선정과정) 적합성, 시의성, 예견성, 증거기반성 등
- (수행과정) 착수보고회 → 중간세미나 → 최종평가회
* 과제 변경 절차 및 규정 명확화, 간소화 추진 등
※ 정책 대상(요구 및 수요) 상시 의견 청취 및 최신 연구기법 적용 여부
• 연구수행 과정 中 정보 공유
- (실적홍보) 이슈브리프·웹진 발간, 언론 기고, 카드 뉴스 제작 및 SNS 홍보 등
- (정보공유) 세미나·포럼 개최, 정책포커스 배포 등

• 연구결과 평가
- (품질평가) 연구우수성, 평가합리성, 고객만족도 등
- (윤리평가) 진실성, 공정성, 윤리성, 사회적 책임 등
연구
- (운영평가) 관리 책무성, 절차 준수도 등
결과 • 연구기관 학습과 혁신
평가
-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연구성과 향상과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 증진을
및 환류
위한 연구기관의 학습과 연수에 활용
·
- 평가단-연구기관 상호 토론회 개최
활용
- 새로운 지식, 분석방법, 협동작업, 학습조직화 등을 통한 지속적
·
연구혁신 추진
성과 • 연구결과 적용·활용
확산
- 유관 정부부처에 연구결과 보고, 협의
• 성과(performance) 확산
- 연구성과의 정책 활용도 및 기여도, 홍보, 여론반응 검토 등
-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대국민 종합
요구조사
대한민국
미래
전망대회

▶

현장방문
개방형
세미나
개최

연구기관 평가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정책
기여도, 연구
관리 평가 등)
▶

교육·연수
대국민 연구
성과 보고회
(정책제안, 지식
공유, 연구역량
증대 등 국가
발전에 기여)

◀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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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국민 종합 요구조사
출연(연)별 과제발굴 및 정책 선도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연구수요조사의 한계를 넘어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소관 출연(연)을 3개 핵심분야(경제, 사회, 환경)로 구분하고 핵심분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요구조사, 정책평가와 전문가 정책 평가 및 요구조사 실시
- 이를 통해 국민 및 전문가 인식을 반영한 연구 및 정책과제 발굴
(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 실천과제 1-2의 세부 실행계획과 동일

데이터 기반의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통합적·미래예견적 종합전망을
통해 국가 핵심 의제 수립 지원
- 세계 동향 전망 : 세계 정치와 안보, 세계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동, 세계 경제, 세계
고용 및 불평등 동향 전망
- 한국의 미래전망 : 대외 통상과 국제금융, 국내 경제·사회, 안전·사회갈등, 환경(지속
가능), 과학기술, 지역별 일자리·산업,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 등 차년도(N+1년)
경제·사회·남북관계 (복합) 지표별 분석 및 전망
(3) 연구수행 과정별 관리체계 구축
연구기획, 연구수행 및 정보공유, 연구결과평가 및 환류, 성과확산 등 과정별 관리 체계 구축
(연구기획) 과제발굴, 과제선정, 최고의 연구팀 구성
* 과제유형
- 장기 : 국가적 융·복합 대형 과제(mega-project) 기획
- 중기 : 협업 플랫폼(정부-연구기관, 연구기관-연구기관)을 통한 과제 기획
- 단기 : 긴급 현안(정부 및 연구기관 제안) 수시 과제 기획

(연구수행 및 정보공유)
① 연구수행 과정 종합 모니터링 : 착수보고회 → 중간세미나 → 최종평가회
* 정책 대상(요구 및 수요) 상시 의견 청취 및 최신 연구기법 적용 여부

②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홍보 및 공유 : 이슈브리프·웹진 발간, 언론 기고, 카드뉴스 제작
및 SNS(Youtube, Facebook 등) 홍보, 세미나·포럼 개최, 정책포커스 배포 등
(연구결과평가·환류, 활용 및 성과확산) 연구품질, 연구윤리, 연구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학습과 혁신, 유관 정부부처에 연구결과 보고 및 협의 진행,
연구성과의 정책기여도, 홍보, 여론반응 검토 등
(4) Open Think Tank(OTT) 활용 → 개방형 연구 + 공동생산 방식
현장 전문가 및 정책대상자,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가 함께하는 개방형 협업연구 프로세스
모델 개발을 통해 ‘열린 혁신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 누구나 참여(정책현장성 담보)하고, 실시간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적, 기민한
(agile) 접근방식으로 구성하여 정부부처, 이해관계자, 산·학·연의 분절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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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Study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에 접목
* KDI(서중해), 참여적 정책설계 플랫폼 연구(~’20.4.)행정(조세현), 개방형 정책협업모델 연구; 열린 정책 실험
운영 (open policy lab)Ⅱ(~’19.12.)

(5)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국민을 핵심고객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운영
- 정책연구의 궁극적 고객인 국민에게 주요 협동연구 성과, 출연(연)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공동으로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을 위한 연구방향 수립 지향
(6) 연구기관 평가편람 개선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를 고려한 연구성과관리 단계별 평가기준 개선
- 2021년도 평가편람 개선 시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 평가비중 확대

실행계획(안)

세부 추진과제

세부 실행계획

기한

(1) 대국민 종합 요구조사

국민 요구조사, 전문가 인식조사
사회적 인식에 기반한 정책연구 과제 발굴

(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개최

매년 말

(3) 연구수행 과정별
관리체계 구축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 연구기관 배포

’20. 8월

(4) Open Think Tank 활용

Pilot Study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에 접목

’20. 4월
’20. 6월

(5)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매년 4월

(6) 연구기관 평가편람 개선

2021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 개선

’20. 12월

매년 하반기

비고
’20년의 경우에만
3월까지 진행
’20년의 경우
5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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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2-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연구몰입을 위한 매트릭스 조직운영 및 연구환경 개선
출연(연) 연구품질 제고, 정책기여도 개선에 관한 사회의 지속된 요구와 장기 미해결 과제
누적 및 과도한 통제·간섭으로 연구환경이 악화되어 우수한 연구를 위한 경쟁력이 저하
된다는 연구현장의 목소리 사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
정책의제 발굴-연구기획·수행-성과확산에 이르는 “Research Value Chain”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조직 간 유기적 연계 필요성 증대
- 연구회 체제의 장점을 살려 9대 위원회와 26개 연구기관을 일종의 매트릭스 구조의
협동체계로 조직하고, 연구단, (분야별·세계지역별) 연구회를 통해 출연(연) 각자의 분절적
연구를 극복하고 탁월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매트릭스 조직
① (개념) 기능형 조직(예. 기획, 구매, 제조, 마케팅, 유통 등)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기능과 다수 프로젝트를 종횡으로 연결하여 복합적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
- 기존의 기능부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부서의 인력이 함께 일하도록 운영
- 전문가의 전문지식·기술이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관리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단기 성과창출과 핵심·원천기술 확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A or B)의 경영시대는
끝났고, 둘 다 성취해야 하는 양손잡이(A and B)의 경영시대가 도래했다. - Jim Collins
* 「OR형 조직」이 사업부 조직이나 지역별 조직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면, 「And형 조직」은 둘 모두를 추구할 수 있는 조직이고, 이것이 「매트릭스 조직」이다.
- Jay R. Galbraith

② 추진원리
- Collaboration(상호협력): 리더십, 제도, 조직문화 등 상호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호협력 문화 정착
- Collaborative Leadership(협력가형 리더십): 조직의 공동목표, 프로세스
등에 기반한 협상을 통해 상호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가형 리더십 발휘
- Collaboration Networking(협력 네트워크): 전문분야를 뛰어넘는 조직
구성원 간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원활한 상호협력 토대 구축
⇒ 이를 통해 집단지성, 협업지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연구품질을 제고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
한편 출연(연)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행정효율화,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출연(연)
구성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책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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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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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공동연구단, 연구회 등 매트릭스 조직 운영
위원회와 공동연구단
- 연구회 및 출연(연) 간 상시 협력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
- (위원회) 자율성 신장, 자체 역량 강화, 연구수월성 제고 등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업무의
관리를 위한 ‘매트릭스형 위원회’
* 현재 9대 위원회 운영 중 :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미래혁신위원회, 통합정책관리위원회, 연구수월성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 성평등·다양성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인문정책 특별위원회

- (공동연구단) 긴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핵심정책 이슈에 대한 Research Brief 발간,
협동연구 수행 등 적극적 정책 지원
* 현재 6대 공동연구단 운영 중 : 포용성장연구단, 혁신성장연구단, 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 국제협력연구단,
균형발전연구단, 코로나19 대응연구단

- 자율적 운영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편, 핵심 미션 부여 등 운영 개선계획 수립
분야별·세계지역별 연구회
- 경제인문사회계·과학기술계 출연(연),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학 등 학계, 기업, 시민 단체
등에 포진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공동연구(전략보고서 발간, 협동
연구 등), 공동포럼 등을 통한 분야별 전략 제안
- 일본 수출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국가적 긴급현안 발생 시 최고 전문가 집단의
집단지성을 통한 국가 대응전략 즉시제공
* 현재 11대 연구회 운영 중: 포용국가연구회, 혁신경제연구회, NRC교육혁신연구회, 미래예측연구회, 글로벌
코리아 포럼, 세계전략연구회, 중국종합포럼, 일본연구회, 신남·북방연구회, 고대문명교류연구회, 감염병연구회

자율적 학습조직
-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구성, 주제선정 등을 통해 공동학습을 진행하여 협력적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결과발표 및 연구과제 발굴 등으로 연계하여 문제해결 능력 및
정책지원 능력 제고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연구회 “국가비전 및 전략연구” 7대 과제와 정책연구 플랫폼 연결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1. 포용국가

미래혁신위원회
통합정책관리위원회
연구수월성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2. 혁신경제

9대 위원회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
성평등·다양성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인문정책특별위원회

3. 교육혁신

포용성장연구단
혁신성장연구단

국가비전
및
전략연구
(7대 과제)

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

4.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국제협력연구단

6대 공동연구단

균형발전연구단
코로나19대응연구단
포용국가연구회

5. 글로벌
코리아 전략

혁신경제연구회
NRC교육혁신연구회
미래예측연구회
글로벌코리아포럼

6. 한반도
평화번영

세계전략연구회
중국종합포럼
일본연구회

7.코로나19와
뉴딜정책

신남·북방연구회
고대문명교류연구회
감염병연구회

11대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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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정적·촉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연) 제도개선
출연(연) 장기 미해결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이전, 대학 및 타 연구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서 발생하는 잦은 이직과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전체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우수 연구성과 도출 기반 조성
구분

내용

인건비 제도개선

• 출연연 간 임금격차 해소
• 출연금 인건비 비중 확대(자체수입 인건비 조정 등)
• 결원인건비 사용처 확대,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 편성 등

경상비 제도개선

• 출연금 경상비 비중 확대
• 어린이집, 자체청사 기관의 재산세 및 종부세, Window10 예산 확보
• 인력증원에 따른 경상운영비 소요액(1인당 6백만원) 확보 등

사업비 등 제도개선

기타 제도개선

• 일반사업의 기관고유사업 전환
• 기관고유사업비 규모 확대(일반사업 대 기관고유사업 비중 50%)
• 행정효율화방안 마련(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심리상담센터 운영,
공동채용시스템 개발 등)
• 과학기술계 연구원 수준으로 정년 복원(61세 + 우수연구자(65세))
•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및 국가균형발전공제회 설립 검토
• 복지몰 및 주거래 여행사 혜택 확대
• 연구청사 및 주차장 확보, 구내식당 질 개선 등 연구환경 업무 개선

(3) 행정효율화 및 교육훈련 강화
행정부담 완화를 통한 연구몰입도 제고, 직종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한 연구역량 제고
(연구비 집행증빙 전자화)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계증빙을 전산화하며 종이
없는(paperless) 회계행정 구현
(연구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 연구원 직무지식 및 연구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
* 연구방법론 및 통계패키지 교육, 연구윤리·평가,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교육 등

분야

내용

연구윤리

• (현행) 연 1회 강의식 집체교육(4분기 실시) → (개선) 책임연구자·신임연구자·
윤리담당자별 맞춤형 교육(연 10회)

역량강화 대상
연구수행
정부주요시책

• (현행) 신임구성원 중심 → (개선) 승진자·중간관리자 대상으로 확대
• △연구보고서작성 △연구방법론 △연구주제선정 과정 신설
• △주52시간 도입, △연금·정년제도, △초저출산시대 국가균형발전,
△국내외 정치·경제 동향과 대책 등 과정 신설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실행계획(안)

세부 추진과제

세부 실행계획

(1) 위원회, 공동연구단, 연구회 • 위원회와 공동연구단 운영 개선계획 수립
등 매트릭스 조직 운영
• 자율적 학습조직 운영
• 인건비 제도개선
(2) 안정적·촉진적 연구환경
• 경상비 제도개선
조성을 위한 출연(연) 제도
• 사업비 등 제도개선
개선
• 기타 제도개선
(3) 행정효율화 및
교육훈련 강화

실천과제 2-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연구비 집행증빙 전자화
• 연구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
• 행정인력 역량 강화

기한

비고

’20. 7월
상시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중장기
’20. 상반기
상시
상시

연구성과 확산 다각화 및 정보인프라 기반 강화
종합적 국가발전 비전,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등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다양한 성과에
대한 능동적·효율적 성과확산·홍보 체계 구축
일반국민, 정책고객에게 유용한 연구성과·사업 성과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성과
확산·홍보 플랫폼 기능 강화 및 정책연구 큐레이션 관점의 성과확산·홍보 콘텐츠 생산 및
확산 활성화
출연(연) 연구수월성 향상,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인프라 기반 강화 필요
- 빅데이터, AI,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기술의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연(연) 연구기반
정보인프라 구축 미흡
개인정보 보호 및 중요 연구자료에 대한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등
출연(연) 정보보안 기반 강화 필요
연구기관별 정보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발전방안 마련 필요

세부 추진과제

(1) 출연(연) 성과확산 체계 확립 및 전략적 소통 강화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효율적·전략적 성과확산을 위한 공동 성과확산 체계 및 네트워킹
강화
-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 확립 관점에서 연구기관의 성과확산·홍보체계 확립을
위해 기관 내 연구기획-수행 파트와 성과확산 파트의 원활한 유기적 협업·홍보체계 수립
- 연구회 체제 및 각 기관의 성과확산·홍보 활동의 시너지 제고, 홍보역량 강화 (공동
강의·교육 등)를 위해 연구회-연구기관 홍보부서 간 협업·네트워킹 강화
정책관계자 및 일반국민과의 상호 호혜적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및 공동 홍보
기획 강화
- 정책연구성과의 우선 고객인 주요 정책관계자(정부부처, 국회, 오피니언 리더 등) 대상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강조하는 포지셔닝 전략에 기반한 지속적 네트워킹·고객관리 및 활용성
높은 연구성과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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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 고객과의 쌍방향 균형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이해 및 이익 도모, 고객 수요
- 정책연구성과 확산 및 홍보-정책고객 피드백-연구소스 활용으로 선순환되는 성과 확산
사이클 형성
- 일반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언론을 통한 간접적 성과확산·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언론과의 네트워킹 활성화 및 공동기획 등 확대
(2) 정책연구 큐레이션 관점의 성과확산·홍보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생산
변화하는 미디어 이용 트렌드에 부합하는 홈페이지 개편 및 다양한 소통 플랫폼 활성화
- 온라인 미디어 이용 증가 트렌드에 발맞춰 국가정책비전 연구, 연구기관 협업플랫폼 등
주요 연구회 성과의 효율적 확산을 위해 ‘혁신적 성과확산 중심 플랫폼’으로서 홈페이지
개편 및 콘텐츠 생산체계 운영
* 전통적인 라이브러리 역할은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을 통해 유지·고도화

- 연구 및 사업기획과 실행의 동시화를 추구하는 역동적 홍보 실현, 모바일 홍보체제 구축
- 페이스북 등 모바일 소통 플랫폼 운영 활성화 및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성과확산·
홍보 콘텐츠 생산·전달을 통해 시간·장소의 제약을 뛰어넘는 소통 실시
국가비전 및 주요 정책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연구성과 확산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해 연구
성과 이용자의 관점에서 콘텐츠 기획·선정, 부가가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 편집·
가공·생산
- 기사, 인터뷰, 칼럼, 브리프 등 연구보고서보다 가독성 높은 콘텐츠 및 영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주목성·활용성 높은 형식의 성과확산 자료 생산 활성화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수요자

新 유통경로
혁신적 성과확산 플랫폼 구축

정책연구성과 컨텐츠 가공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ex) 카드뉴스, 인터뷰,
인포그래픽, 영상 등

신규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수단 확충
모바일 중심 컨텐츠 유통
시간, 비용, 장소
제약 최소화
활용도·확산성 강화

적시, 적기에 활용 가능한 정보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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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및 기관운영 투명성 강화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NFIS)의 성공적인 구축·확산을 통한 출연연 경영 투명성 강화
- 사업의 생성 및 예산 편성, 예산 집행 및 성과관리를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처리함
으로써 중복사업 예방 및 예산의 합목적적 사용 강화
- 모바일 등 원격지 업무가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 기반 조성
(4)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출연(연)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해킹 등 침해사고를 능동적으로 예방하고 중요 연구 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한 인터넷 망분리를 통해 중요 연구자료 보호
-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침해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자체 대응 역량 강화
회원정보, 전문가정보, 연구자정보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보호 체계 강화
(5)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정보인프라 구축
연구관리, 예산관리, 평가관리, 성과확산 시스템을 아우르는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여 효율적인 연구·경영 성과관리 및 확산에 기여
- 연구·경영 성과관리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확산 실적, 규모 등의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구축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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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연구회

연구기회

기관평가

예산/결산

홍보확산

⇄

종합 상황실

예산/결산

과제수행

NFIS

품질평가

NKIS

과제기획

예산편성

윤리평가

홈페이지

협동 연구지원

연구결산

고객만족도

성과보고회

수시과제 발굴

중복과제점검

정책기여도

언론홍보

⇄

홍보확산

학생

성과현황

대국민 요구조사

성과확산
시스템

⇄

기업

빅데이터

⇄

실행계획(안)

평가현황

평가시스템

일반국민

예산지원

예산현황

예산 관리
시스템

연구 관리
시스템

연구기관

과제기획

과제현황

OTT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정부부처

학계

정책반영

세부 추진과제

소상공인

세부 실행계획

기한

• 기관간, 부서간 협업체계 수립 및 협업 강화
(1) 출연(연) 성과확산 체계
• 주요 고객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네트워킹
확립 및 전략적 소통 강화
• 언론과의 네트워킹 및 언론홍보 활성화

연중상시
중장기
중장기

(2) 정책연구 큐레이션 관점의
• 홈페이지 개편 및 콘텐츠 생산체계 운영
성과확산·홍보 플랫폼
• 연구성과 이용자 관점의 콘텐츠 생산
구축 및 콘텐츠 생산

‘20. 4월
중장기

(3)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및 기관운영
투명성 강화

•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산
• 모바일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연중상시
중장기

(4)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 출연(연) 인터넷 망분리
• 출연(연) 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운영기반
강화

중장기
연중상시

(5) 전주기적 연구성과 관리를
• 출연(연) 통합포털 구축
위한 통합적 관점의
• 클라우드 기반 출연(연) 정보화센터 구축
정보인프라 구축

중장기
중장기

비고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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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Ⅲ

구성원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추진전략
팀 지니어스 실천 및 애자일 조직 전환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
실천과제

세부 추진과제

3-1. 전생애적 인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핵심인재 양성

2개

3-2. 애자일 조직 전환을 위한 선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2개

3-3.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소통체계 구축

2개

1

인사관리

성과관리

•전(全) 주기적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경력경로 설계

•근무평점시스템 개편
•포상 및 특별승진
활성화

2

•인사기록(DB) 기반
합리적 인력관리체계

Build UP
NRC
3

실천과제 3-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조직문화

교육훈련

•소통을 위한 스킨십
•이해와 공감 문화
•민주적 숙의형 토론

•중장기 교육계획
•국내·외 교육연수 훈련
기회 확대
•학습조직으로 전환

4

전생애적 인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핵심인재 양성
전사적 관점에서 인적자원 관리제도 개선 필요
- 기관의 목표 등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우수한 인력 채용에 대한 개선 필요
- 조직에서의 경력개발 및 승진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부재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인사전략의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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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

(1) 직원채용시스템 개선
우수직원 채용을 위한 직원채용 절차별 개선안 마련
- 채용 직무별 필요역량 구체화 및 단계별 채용절차 개선
- 역량 발굴 맞춤형 선발전형 개발·시행
* 우수직원 채용을 위한 HR분야 컨설팅 업체의 면접전문가 활용

< 채용 실패로 인한 비용 손실 >
- 채용시스템 강화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불필요한 손실 방지 필요
* 신규인력 채용 실패에 따른 비용 수억원(4천만원×근속연수) 발생

인재상 정립 및 우수인력 확보 방안 다변화 모색
- 연구회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직무별 역량모델 개발

연구회가 찾는 인재상은?
연구회는 당신의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리더십
배려와 협력

우리는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하는가?

분석적 & 창의적 사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사회기여도 / 책무성

채용 심사기준 정립 등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일관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면접관 교육 매뉴얼 마련 및 사전 교육 강화
구직자의 관심도 및 지원 증대를 위한 노력
- 응시자에게 심사기준을 공개하여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 구직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능동적인 홍보방안(콘텐츠 개발) 모색
* 동영상, SNS 활용 → 연구회에 대한 많은 자료 제공으로 정보비대칭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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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생애적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신입직원
신규 •신입직원 채용공고시, 연구회 인재상
우수
先 제시 등 우수지원자들의 관심을
인력
유도할 수 있는 홍보영상 등 활용
확보
(채용공고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동영상 활용 등)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역량 발굴 맞춤형 선발
전형 개발·시행)
입사 •입사후 기관장과 함께하는 신입직원
후
대상 워크숍 등을 개최, 연구회의
정착
비전과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소속감 및
지원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 마련
•외부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원내 교육 등의 방법을 활용, 연구회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

기존직원
역량 •직급별 역량모델 개발
모델
개발
및
교육
훈련
•직군·직급에 특화된 교육훈련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적 경력개발제도 구축

순환 •도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후배간
및
모범적 인재상 학습 내재화
동기
부여
•연구회 인재상에 부합하는 모범사례,
닮고싶은 상사·직원 등을 선발하여
직원 동기부여 및 사기 진작 제고 등

연구회가 원하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경력개발) 직군·직급별로 대표성이 있는 직원으로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력개발제도 설계
- 직무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훈련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적 경력개발제도를 마련하고
연구회에 적합한 경력경로 제시
(경력경로) 직무·인재유형에 따라 경력경로를 이원화하고, 차별화된 인사관리로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 직무 특성에 따라 직위를 ‘장기근무형’(전문가형)-‘순환근무형’(관리자형)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핵심인재 양성
* 특히 고도의 지식·경험이나 연구·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자부심을 가지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경력개발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조직구성원 관점에서의 수용성 및 활용도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보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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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력개발 개념·유형 및 사례

【개념】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취를 위해 경력목표를 달성하는 체계적인 활동
- 기존의 기능부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부서의 인력이 함께 일하도록 운영
- 전문가의 전문지식·기술이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관리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유형】 경력심화 : 분야 최고 전문가 및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경력전환 : 새로운 직무 또는 직종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활동
【사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자기주도 경력개발 지원 체계도

경력사례

경력진단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

멘토링

경력탐색

과거·현재분석
미래지향파악

기본개념 학습

실습과 체득

경력개발
고민해결

자가 경력설계 수립 및 피드백
※ 과학기술인 역량개발표준서(SDF) 개발('17.12.)

경력 전환

경력 심화
자기 직무의 최고
권위자로 성장

전문성 개발

자기 조직 및 부서
리더로 성장

리더십 개발

동종 전환

자기 분야 연계 직종 전환

이종 전환

전문분야와 다른 직종으로 전환

박사기업가

학위 취득 후 기업가로 전환

만학연구자

현장 실무 경험 후
학위 취득하여 연구 도전

(인사배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설정하고 근무성적(평가의견) 및 인사기록을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임용하되 구성원의 희망업무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대응

직위의 직무요건
직무요건의 설정

직무평가서의
작성활용

-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 직위의 성과책임
- 직무수행의 난이도
- 직무수행요건

인적요건
인적요건의 설정

인사기록 및
근무성적 활용

- 직렬 및 직류
- 윤리의식 및 청렴도
- 보유 역량의 수준
-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 그 밖의 특기사항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직무순환) 필수 보직기간을 설정하여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희망경력경로
설계시 예측가능성 확보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이원화 >

실·본부장

직
위

회
계

국
제
협
력

전
산
정
보
화

부장

담당

기능분야
연구기획

순환근무형
• 창의성 중시
• 다양한 경험 + 종합적 시각
• 순환근무 하되 필수보직기간
준수

대외협력

전문직위형

협동연구,
연구수월성

성과홍보

기관평가

인사, 교육,
총무

예산, 감사

• 전문성 중시
• 고도의 전문성 + 장기재직

조직운영

<인력배치 기본 원칙>
① 전공, 전문성(학위, 자격사항 등), 경력, 본인희망* 등을 고려하여 업무능력에 따라
배치
* 인사배치 활용을 목적으로 본인 희망업무 조사 실시

② 해당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역량이 요구
되는 정보화, 회계, 국제협력은 개별검토
③ 부서간 업무부담의 분산에 따라 구성원의 근무성적* 과 업무숙련도** 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배치
*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의 평균을 고, 중, 저로 구분
** 직급별(전문위원, 부전문위원 등), 근속기간(선임, 신입 등) 고려

실행계획(안)

세부 추진과제

(1) 직원채용시스템 개선

세부 실행계획
• 우수직원 채용을 위한 직원채용 절차별
개선안 마련
- 채용 직무별 필요역량 구체화 작업
- 역량 발굴 맞춤형 선발전형 개발 등

기한

‘20. 11월

• 우수직원 채용을 위한 직원채용 절차별
개선안 마련
- 면접관 매뉴얼 작성 등
(2) 전생애적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직무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훈련지원을 연계
하는 통합적 경력개발제도 마련

‘20. 10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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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3-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애자일(Agile) 조직 전환을 위한 선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장기 교육계획 부재 및 유명무실한 국내외 교육훈련 제도
- 교육훈련 등을 위한 전반적인 경영인프라를 점검하고 애자일 조직 전환을 위한 선도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단기 목표
① 주요 정책·직무교육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

② 일·학습 연계 교육 활성화

중장기 목표

③ 인재개발 시스템 구축
•제도마련(교육의무이수제) →
•교육관리시스템 도입 →
•학습/직무이력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실시

⇀ 필수 교육 내용은 체계적으로 정비하되, 비정형 교육을 활성화하여 조직 및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 효과성 극대화
⇀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환류시스템 구축 강화 노력

세부 추진과제

(1)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중장기 교육계획 마련) 직무별·경력단계별 필요역량을 발굴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구축 및 커리큘럼 개발 (Career Path 연계)
- 정책교육훈련 및 위탁기관 교육을 결합하여 구성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체계 구축
-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R&D지원역량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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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ㆍ외 교육 강화
구분
기본교육

교육내용

대상

실시방법

신규자교육

기본역량 및 핵심역량, 공통역량 등

신규자

정책교육훈련

승진자교육

직급별 리더십, 공통역량 등

승진자

정책교육훈련

- 4대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청렴 및 부패방지, 갑질근절 교육
- 일반보안교육, 안전교육

전직원

집체교육 및
사이버교육 병행

- 통일교육
-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등

전직원

사이버교육

직무수행 기술 및 지식

전문위원
이하

자체·위탁교육

법정의무교육

기타교육

전문교육
(직무관련)

어학콘텐츠 지원

전직원

위탁교육

자기개발학습

직무의 창의성,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연구 활동

전직원

자기주도적 학습

교육연수

대학(원) 학위과정

전직원

-

국내

대학 및 교육기관 각종 프로그램

근속 1년
이상 직원

-

국외

외국정부, 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

근속 5년
이상 직원

-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교육

퇴직
예정자

위탁교육

외국어학습

교육훈련

퇴직준비교육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직급별 맞춤형 교육 등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 관리자 리더십, 직원 팔로워십 교육 강화
* 중간관리자의 역할,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 기본 소양 함양교육 강화- 개인별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부서장 책임제로 상시학습 추진

- 신입직원 교육 강화,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자기주도식 직무역량 강화제도 운영
-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R&D지원역량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 승진예정자, 보직자 등 대상별 필수교육을 설정하는 등 맞춤형 교육 강화
- 수요자 맞춤교육(외국어 및 인문교육) 확대
-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 저성과자 역량향상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관련 부족역량에 대한 교육
및 개선기회 제공
* 「저성과자(C-Player) 업무역량향상 교육」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 검토

- 법정의무교육 내실화
* 다양한 교육방식을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 북러닝+이러닝+실습(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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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연수 기회 확대)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실시
- 현행 국내외 교육훈련 훈련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및 경험기회 확대
- (단기)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유학원(어학원) 등을 선정하여 단기훈련 프로그램 구축
- (장기) 국외 대학원의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선정절차 진행
일과 학습을 연계한 직장 내 비정형 교육* 활성화
* 정형화된 교육(집합교육, 이러닝 등)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의 학습(예. 멘토링, OJT, 연구모임 활동 등)

- 실질적인 직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내부에서의 교육을 체계화 하는 등
업무와의 병행 학습 적극 독려·지원
(교육훈련 결과의 환류체계 구축)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 향상 등 결과에 대한 평가및
환류체계 구축

계획 수립

교육 시행

성과 분석

결과 공유 및
제도 개선

- 직무교육, 자기주도적 교육 등 개인별 연간 의무 이수시간 부여
-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 향상 등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퇴직예정자 은퇴설계교육) 은퇴 예비자의 새로운 시작과 행복한 인생을 위해 필요한
은퇴 후 생애설계, 건강 및 자산관리 등의 교육 제공

실행계획(안)

세부 추진과제
(1)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2) 국내ㆍ외 교육
강화

세부 실행계획

기한

• 중장기 교육계획안 마련
- Career Path와 연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 및 커리큘럼 개발

‘20. 10월

• 해외교육연수자 선정 및 교육시행

‘20. 7월

•수요자 맞춤교육 확대 실시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직급별 맞춤형 교육
등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기본교육, 리더십교육, 직무교육, 법정교육 등
추진
•교육훈련 결과의 환류체계 구축

연중
계획 수립
완료 후
세부교육
추진 中

비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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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3-3

추진배경 및 필요성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소통체계 구축
조직원 간 업무 분담의 불균형, 부서·구성원 간 협업의 취약으로 공동체 의식 약화
- 개인주의화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저하로 업무효율 감소
경영진과 직원간의 상호소통이 미흡하여 비전 및 경영의도에 대한 공감 및 능동적
참여 미진

세부 추진과제

(1) 임직원 소통문화 활성화
분기별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정례화 하여 핵심가치 전파, 업무추진 성과 및
업무계획을 공유하여 상호 업무이해도 제고
- 분기(3·6·9·12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정례회의 실시
소통기회 확대 및 「Build Up NRC」 대토론회 개최
- 이사장과 오픈타임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장** 마련
* 매월 자유롭게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기관장과의 대화(브라운백 미팅 등 자유형식)
** <예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Build Up NRC」 대토론회 개최

(2) 구성원 만족도 조사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만족도 조사) 기관장의 구성원 동기부여 제고 노력과 관련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하여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 기회로 활용
* 기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직원참여형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이해)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운영*
* 부서장 교육훈련에 「밀레니엄 세대 이해」 과목 신설 등

실행계획(안)

세부 추진과제

세부 실행계획

기한

(1) 임직원 소통문화
활성화

• 분기별 정례회의 실시

분기

• 「Build Up NRC」 대토론회 개최

연중

(2) 구성원 만족도
조사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 만족도 조사 문항 설계
•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연중 1회

•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연중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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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rt

비진
전행
수결
립과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Part

3

비전수립 진행경과
비전수립 TF 출범
‘19. 4. 29. ~ 5. 13. 근로자협의회의 직원 의견수렴 결과 이사장 전달 (’19. 7. 17.)
‘19. 7. 18. (긴급) 보직자회의, ‘19. 8. 19. 직원간담회를 통해 연구회 비전수립 TF 구성
(최종 3개 분과, 분과별 9명의 직원으로 구성)

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연구
기획·조정분과
(연구분야)

연구기관
지원·육성분과
(경영분야)

내부
역량강화·조직문화
개선분과
(연구회 내부혁신 분야)

윤두섭
박정민
유영민
육현민
이진형
이형욱
정호연

연대흠
김승종
송영준
여지인
장마리
정혜림
정회선

한영민
강산하
김영민
박혜란
안현수
이민우
이민재

최상훈

조장호

장익상

황용희

조희제

최슬기

※ 실무지원 : 전략기획부(황지은 부장, 문정희 전문위원)

비전수립 TF 운영을 통해, 연구회 내·외부 환경변화 등 상황을 진단하고, 연구회 전 직원
참여를 통한 비전 및 목표 재정립
연구회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 제시 및
연구회 운영체계 전문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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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수립 TF 운영 방향
(목 적) 출연(연)법에 의해 출범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법률에 의해 부과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
하여 업무수행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4차 산업혁명의 진행, 미중갈등과 한일갈등의 진행, 한반도 긴장 고조, 저출산과 저성장
기조의 지속 등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이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
-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미래예측 능력과
글로벌 확장 능력을 증진하여 연구회가 가진 가치의 극대화 도모
(운영방향) 연구회 전 직원이 참여하여 연구회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전략과제
도출을 통해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며, 연구기관 지원·육성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
(진 단) 연구회의 현 주소와 성장가능성을 진단하고,
(방향설정) ① 기존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활성화 방안, ② 새로운 분야 발굴 등을 통해
중장기 미래 발전상을 제시함으로써,
(비전도출) 연구회 및 출연(연)을 지원·육성 및 관리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그밖에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과
업무 추진 방법 모색

<비전체계의 구성 요소 및 정의>
구분

정의

비전

조직의 이상적인 모습 및 중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성 및 목표, 미래 지향점
표현

추진목표

장기 비전과 단기 과제를 모두 고려하여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성과 목표
설정

추진전략

비전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도전적이고 달성가능한 전략

실천과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전사적 또는 부서별 핵심과제로 선정
해야할 목표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추진경과

일자/기간
‘19. 8. 19.

주요 일정
• 직원간담회 : 비전수립TF 구성

주요 내용
- 사무총장(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대표 구성 및 추진계획 확정

⇩
9. 5.

• 비전수립TF 제1차 회의

- 내·외부 환경변화 및 현황 분석

⇩
9. 23.

• 비전수립TF 계획 변경

- 제1차 회의 결과 및 직원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분과별 직원 확충

⇩
9월 말 ~ 10월 초

• 외부환경분석, SWOT분석

- 문헌조사(사내문헌, 연구기관 경영
목표, 관련 연구보고서 등)

⇩
10. 11. ~ 10. 23.

• 직원비전의식 설문조사
(온라인)

- 조직비전인식, 조직문화인식,
개인비전인식, 리더비전인식, 직무
만족 등

⇩
10. 23.

• 비전수립TF 간담회

- 분과별 역할분담(안), 결과보고서
구성(안) 논의

⇩
11. 13.

• 비전수립TF 제2차 회의

- 외부환경분석, SWOT분석 검토
- 비전, 추진목표(안) 논의

⇩
11. 25.

• 그룹별 직원간담회

- 이사장- 부장급 이하 직원 간 소통
* 1그룹 : 2016년 2월 이전 입사한
비보직자
2그룹 : 2016년 3월 이후 입사한
비보직자
3그룹 : 부장

⇩
• 위원장단 회의

- 이사장,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간
회의

• 분과별 회의

- 분과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논의

11월 말 ~ 12월

⇩
12. 30.

- 비전수립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전직원 보고

• 종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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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별 회의

- 분과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수정·보완

• 직급별 의견수렴

- 비전(안)에 대한 직급별 의견수렴
* 1.10.(금)/1.17.(금)
오전 : 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후 : 부전문위원, 전문원, (주임)
행정원

• 위원장단 집중토론

- 이사장, 비전수립TF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간 비전수립 내용
집중토론
* 1.20.(월), 1.21.(화), 1.30.(목)

‘20. 1월

⇩

‘20. 2월

• 위원장단 집중토론

- 이사장, 분과위원장 간 비전수립
내용 집중토론 * 2.11.(화)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의견수렴

- 비전(안)에 대한 노동조합, 노사협
의회근로자위원 의견수렴
* 2.12.(수)

• 직원간담회

- 전직원 대상 결과보고서(안) 설명,
의견수렴 * 2.14.(금)

• 비전 선포식

- 비전수립 결과보고서 공표
* 2.17.(월) 15:00

⇩
‘20. 6월 ~ 7월

• 비전 개선

- 대내외 환경변화 등 반영하여 일부
개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비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
발 행 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 행 일

2020.07.

주

소

(30147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전

화

044-211-1000

홈페이지

www.nrc.re.kr

www.nrc.re.kr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09호
370 Sicheong-daero, Sejong-si, Republic of Korea
Tel. 044-211-1000 | Fax. 044-211-1398 | nrc@nrc.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