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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설문기획 : BRIC 이강수, 박지민 

문서 편집일 : 2016년 7월 5일 

문서 작성자 : SciON / 분석 및 보고서 작성자 : 박지민 

총분량 :   68 페이지  

 

<설문환경> 

□ 조사대상 : BRIC 이용자/회원 중 이공계 박사 혹은 박사졸업 예정자(6개월 내) 

□ 조사기관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조사방법 : BRIC SciON 온라인 설문조사 (http://www.sci-on.net/) 

□ 조사기간 2016년 6월 29일 ~ 7월 1일까지 (오후 6시 마감) 

□ 소요시간 : 약 3분 내외 

□ 총참여자 : 총 1,005명 

□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 신뢰수준 95%, 신뢰구간 ±3.09%p 

□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한다. 

- 결과값 중 %값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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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체 결과 ( 총 1,005 명 ) 

 

  1. 귀하는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이다 315명   (31%)  
 

2) 경험한 적이 있고, 현재는 국내 거주 중이다 301명   (30%)  
 

3) 경험한 적이 없다 389명   (39%)  
 

 

 

  1_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미국·캐나다 등 북미 255명   (81%)  
 

2) 유럽 31명   (10%)  
 

3) 일본·중국 등 아시아 25명   (8%)  
 

4) 기타 4명   (1%) 
 

 

 

  1_2. 귀하는 현재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최종과정으로 선택) 

 

    1) 박사졸업 예정 18명   (6%)  
 

2) 포스닥/연구교수/연구원 235명   (75%)  
 

3) 교수/책임연구원 58명   (18%)  
 

4) 기타 4명   (1%) 
 

 

 

  1_3. 귀하가 현재 연구활동을 위해 소속한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 매우 만족 120명   (38%)  
 

2) 만족 155명   (49%)  
 

3) 보통 37명   (12%)  
 

4) 불만족 3명   (1%)  
 

5) 매우 불만족 0명   (0%) 
 

 

 

  1_4. 연구활동 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면? 

 

    1) 특별히 만족스러운 사항이 없음 11명   (3%)  
 

2) 안정적인 일자리 16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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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적인 연구비 16명   (5%)  
 

4) 연구실 조직 문화 34명   (11%)  
 

5) 자유로운 연구주제 설정과 연구 독립성 보장 90명   (29%)  
 

6) 연구자의 대우와 처우 73명   (23%)  
 

7) 연구 기반시설과 인프라 70명   (22%)  
 

8) 기타 5명   (2%) 
 

 

 

  1_5. 귀하가 거주했던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1) 미국·캐나다 등 북미 244명   (81%)  
 

2) 유럽 29명   (10%)  
 

3) 일본·중국 등 아시아 28명   (9%) 
 

 

 

  1_6. 귀하가 해외에 거주할 당시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최종과정으로 선택) 

 

    1) 학부 9명   (3%)  
 

2) 석사 11명   (4%)  
 

3) 박사 65명   (22%)  
 

4) 포스닥/연구교수/연구원 199명   (66%)  
 

5) 교수/책임연구원 11명   (4%)  
 

6) 기타 6명   (2%) 
 

 

 

  1_7. 귀하가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했던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 매우 만족 143명   (48%)  
 

2) 만족 137명   (46%)  
 

3) 보통 18명   (6%)  
 

4) 불만족 3명   (1%)  
 

5) 매우 불만족 0명   (0%)  
 

 

 

  1_8. 연구활동 시 가장 만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1) 특별히 만족스러운 사항이 없었음 11명   (4%)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과학분야 설문조사기관 

http://www.sci-on.net/                                        
6 

2) 안정적인 일자리 7명   (2%)  
 

3) 안정적인 연구비 13명   (4%)  
 

4) 연구실 조직 문화 37명   (12%)  
 

5) 자유로운 연구주제 설정과 연구 독립성 보장 72명   (24%)  
 

6) 연구자의 대우와 처우 85명   (28%)  
 

7) 연구 기반시설과 인프라 70명   (23%)  
 

8) 기타 6명   (2%) 
 

 

 

  2. 만약 앞으로 1 년 안에 다른 취업기관을 찾아야 한다면, 귀하는 국내외 중 어느 곳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1) 국내 취업 자리를 우선적으로 찾겠다 310명   (31%)  
 

2) 해외 취업 자리를 우선적으로 찾겠다 470명   (47%)  
 

3) 어느 곳도 상관없다 225명   (22%) 
 

 

 

  2_1. 국내 취업을 우선 고려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본인 전공분야에 대한 채용이 적다 84명   (27%)  
 

2) 만족할 만한 처우와 대우를 해주는 곳을 찾기 

어렵다 
133명   (43%)  

 

3) 채용 정보에 대한 정보 찾기가 어렵다 6명   (2%)  
 

4) 비슷한 학력과 조건의 취업 경쟁자가 너무 많다 54명   (17%)  
 

5) 학연, 지연과 같은 인맥이 없다 19명   (6%)  
 

6) 원하는 곳의 채용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11명   (4%)  
 

7) 예상되는 애로 사항이 없다 3명   (1%) 
 

 

 

  2_2. 해외 취업을 우선 고려한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1) 미국·캐나다 등 북미 388명   (83%)  
 

2) 유럽 69명   (15%)  
 

3) 일본·중국 등 아시아 11명   (2%)  
 

4) 기타 2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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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_3. 해외 취업을 우선 고려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국내에서 취업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68명   (14%)  
 

2) 전공분야의 연구비 지원이 더 좋기 때문에 11명   (2%)  
 

3) 처우 및 대우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42명   (30%)  
 

4) 연구시설 및 연구환경 등 전반적으로 연구 인프라가 

더 좋기 때문에 
196명   (42%)  

 

5) 가족들의 교육/생활/기타 문제로 인하여 51명   (11%)  
 

6) 기타 2명   (0%)  
 

 

 

  3. 귀하가 직장 선택 시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1) 대학 교수직 604명   (60%)  
 

2) 국가기관 연구직 301명   (30%)  
 

3) 기업(벤처) 연구직 78명   (8%)  
 

4) 개인 창업 6명   (1%)  
 

5) 기타 16명   (2%) 
 

 

 

  4. 귀하는 이공계 두뇌 유출이 많아지는 한국 과학계의 현상이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2 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1) 국내 일자리 부족 413명   (41%)  
 

2) 연구비 수주의 어려움 170명   (17%)  
 

3)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강한 연구실 조직 문화 141명   (14%)  
 

4)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와 연구 독립성 보장의 

어려움 
595명   (59%)  

 

5) 선진국 보다 열악한 처우 329명   (33%)  
 

6) 연구 기반 시설과 인프라 부족 102명   (10%)  
 

7) 자녀 교육 등 생활여건 67명   (7%)  
 

8) 기타 37명   (4%)  
 

 

 

  5. 이공계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나 학계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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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582명   (58%)  
 

2) 안정적인 연구비 확대 335명   (33%)  
 

3) 합리적인 연구실 조직 문화 140명   (14%)  
 

4) 연구의 독립성 보장 235명   (23%)  
 

5) 선진국 수준의 대우와 보수 382명   (38%)  
 

6) 연구 기반 시설과 인프라 확충 137명   (14%)  
 

7) 자녀 교육·주거비 등 복지 보장 60명   (6%)  
 

8) 기타 25명   (2%) 
 

 

 

  6. 국내 이공계 두뇌 유출과 관련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1000분 응답 

 

 

[설문참여자 인적사항] 

 

  7. 귀하의 소속기관은 무엇입니까? 

 

    1) 대학/의과대학 711명   (71%) 
 

2) 국책연구기관 134명   (13%)  
 

3) 민간연구소 56명   (6%)  
 

4) 기업 74명   (7%)  
 

5) 기타 30명   (3%) 
 

 

 

  8.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1) 박사졸업 예정자(6개월 내) 103명   (10%)  
 

2) 연구원(박사급) 160명   (16%)  
 

3) 포스닥/연구교수 430명   (43%)  
 

4) 교수/책임연구원 268명   (27%)  
 

5) 기타 44명   (4%) 
 

 

 

  9.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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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 709명   (71%)  
 

2) 여성 296명   (29%) 
 

 

 

  10.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1) 20대 49명   (5%)  
 

2) 30대 561명   (56%)  
 

3) 40대 330명   (33%)  
 

4) 50대 이상 65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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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차분석 결과 

Q1. 귀하는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이다  

2) 경험한 적이 있고, 현재는 국내 거주 중이다 

3) 경험한 적이 없다 

 

단위 : 명, % 

 1) 2) 3) 전체(A) 

전 체 315 31% 301 30% 389 39% 1005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유무         

현재 해외 거주중 315 100% 0 0% 0 0% 315 31% 

해외거주경험, 현재 국내거

 

0 0% 301 100% 0 0% 301 30% 

경험없음 0 0% 0 0% 389 100% 389 39%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245 34% 196 28% 270 38% 711 71% 

국책연구기관 35 26% 53 40% 46 34% 134 13% 

민간연구소 24 43% 11 20% 21 38% 56 6% 

기업 7 9% 30 41% 37 50% 74 7% 

기타 4 13% 11 37% 15 50% 30 3%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개월 내) 17 17% 13 13% 73 71% 103 10% 

연구원(박사급) 23 14% 39 24% 98 61% 160 16% 

포스닥/연구교수 211 49% 69 16% 150 35% 430 43% 

교수/책임연구원 60 22% 162 60% 46 17% 268 27% 

기타 4 9% 18 41% 22 50% 44 4% 

성 별         

남성 233 33% 233 33% 243 34% 709 71% 

여성 82 28% 68 23% 146 49% 296 29% 

연 령 별         

20대 9 18% 8 16% 32 65% 49 5% 

30대 190 34% 101 18% 270 48% 561 56% 

40대 103 31% 149 45% 78 24% 330 33% 

50대 이상 13 20% 43 66% 9 14% 65 6%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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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에 거주 중이다>  

Q1-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미국·캐나다 등 북미 

2) 유럽  

3) 일본·중국 등 아시아 

4) 기타 

 

단위 : 명, % 

 1) 2) 3) 4) 전체(A) 

전 체 255 81% 31 10% 25 8% 4 1% 315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 유무           

현재 해외 거주중 255 81% 31 10% 25 8% 4 1% 315 100% 

해외거주경험, 현재 국내거

 

0 0% 0 0% 0 0% 0 0% 0 0% 

경험없음 0 0% 0 0% 0 0% 0 0% 0 0%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213 87% 16 7% 13 5% 3 1% 245 78% 

국책연구기관 16 46% 10 29% 9 26% 0 0% 35 11% 

민간연구소 16 67% 5 21% 2 8% 1 4% 24 8% 

기업 6 86% 0 0% 1 14% 0 0% 7 2% 

기타 4 100% 0 0% 0 0% 0 0% 4 1%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개월 내) 16 94% 0 0% 1 6% 0 0% 17 5% 

연구원(박사급) 19 83% 1 4% 2 9% 1 4% 23 7% 

포스닥/연구교수 168 80% 25 12% 15 7% 3 1% 211 67% 

교수/책임연구원 48 80% 5 8% 7 12% 0 0% 60 19% 

기타 4 100% 0 0% 0 0% 0 0% 4 1% 

성 별           

남성 191 82% 23 10% 16 7% 3 1% 233 74% 

여성 64 78% 8 10% 9 11% 1 1% 82 26% 

연 령 별           

20대 8 89% 1 11% 0 0% 0 0% 9 3% 

30대 153 81% 19 10% 16 8% 2 1% 190 60% 

40대 83 81% 9 9% 9 9% 2 2% 103 33% 

50대 이상 11 85% 2 15% 0 0% 0 0% 13 4%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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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귀하는 현재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최종과정으로 선택)  

1) 박사졸업 예정 

2) 포스닥/연구교수/연구원 

3) 교수/책임연구원 

4) 기타 

단위 : 명, % 

 1) 2) 3) 4) 전체(A) 

전 체 18 6% 235 75% 58 18% 4 1% 315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 유무           

현재 해외 거주중 18 6% 235 75% 58 18% 4 1% 315 100% 

해외거주경험, 현재 국내거

 

0 0% 0 0% 0 0% 0 0% 0 0% 

경험없음 0 0% 0 0% 0 0% 0 0% 0 0%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18 7% 187 76% 40 16% 0 0% 245 78% 

국책연구기관 0 0% 26 74% 9 26% 0 0% 35 11% 

민간연구소 0 0% 20 83% 4 17% 0 0% 24 8% 

기업 0 0% 0 0% 3 43% 4 57% 7 2% 

기타 0 0% 2 50% 2 50% 0 0% 4 1%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개월 내) 17 100% 0 0% 0 0% 0 0% 17 5% 

연구원(박사급) 0 0% 21 91% 0 0% 2 9% 23 7% 

포스닥/연구교수 0 0% 211 100% 0 0% 0 0% 211 67% 

교수/책임연구원 0 0% 2 3% 58 97% 0 0% 60 19% 

기타 1 25% 1 25% 0 0% 2 50% 4 1% 

성 별           

남성 10 4% 175 75% 45 19% 3 1% 233 74% 

여성 8 10% 60 73% 13 16% 1 1% 82 26% 

연 령 별           

20대 5 56% 4 44% 0 0% 0 0% 9 3% 

30대 12 6% 158 83% 17 9% 3 2% 190 60% 

40대 1 1% 68 66% 33 32% 1 1% 103 33% 

50대 이상 0 0% 5 38% 8 62% 0 0% 13 4%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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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귀하가 현재 연구활동을 위해 소속한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단위 : 명, % 

 1) 2) 3) 4) 5) 전체(A) 

전 체 120 38% 155 49% 37 12% 3 1% 0 0% 315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유무             

현재 해외 거주중 120 38% 155 49% 37 12% 3 1% 0 0% 315 100% 

해외거주경험, 현재 국

 

0 0% 0 0% 0 0% 0 0% 0 0% 0 0% 

경험없음 0 0% 0 0% 0 0% 0 0% 0 0% 0 0%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85 35% 127 52% 31 13% 2 1% 0 0% 245 78% 

국책연구기관 19 54% 14 40% 1 3% 1 3% 0 0% 35 11% 

민간연구소 11 46% 11 46% 2 8% 0 0% 0 0% 24 8% 

기업 1 14% 3 43% 3 43% 0 0% 0 0% 7 2% 

기타 4 100% 0 0% 0 0% 0 0% 0 0% 4 1%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개월 

 

7 41% 8 47% 2 12% 0 0% 0 0% 17 5% 

연구원(박사급) 10 43% 12 52% 1 4% 0 0% 0 0% 23 7% 

포스닥/연구교수 83 39% 104 49% 24 11% 0 0% 0 0% 211 67% 

교수/책임연구원 18 30% 30 50% 9 15% 3 5% 0 0% 60 19% 

기타 2 50% 1 25% 1 25% 0 0% 0 0% 4 1% 

성 별             

남성 94 40% 110 47% 27 12% 2 1% 0 0% 233 74% 

여성 26 32% 45 55% 10 12% 1 1% 0 0% 82 26% 

연 령 별             

20대 3 33% 4 44% 2 22% 0 0% 0 0% 9 3% 

30대 81 43% 92 48% 17 9% 0 0% 0 0% 190 60% 

40대 32 31% 54 52% 15 15% 2 2% 0 0% 103 33% 

50대 이상 4 31% 5 38% 3 23% 1 8% 0 0% 13 4%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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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연구활동 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면? 

1) 특별히 만족스러운 사항이 없음 

2) 안정적인 일자리 

3) 안정적인 연구비 

4) 연구실 조직 문화 

5) 자유로운 연구주제 설정과 연구 독립성 보장 

6) 연구자의 대우와 처우  

7) 연구 기반시설과 인프라  

8) 기타 

단위 : 명, % 

 1) 2) 3) 4) 5) 6) 7) 8) 전체(A) 

전 체 11 3

% 

16 5% 16 5% 34 11% 90 29% 73 23% 70 22% 5 2% 315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

 

                  

현재 해외 거주중 11 3% 16 5% 16 5% 34 11% 90 29% 73 23% 70 22% 5 2% 315 100% 

해외거주경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험없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9 4% 6 2% 10 4% 29 12% 75 31% 50 20% 61 25% 5 2% 245 78% 

국책연구기관 0 0% 5 14% 5 14% 3 9% 3 9% 14 40% 5 14% 0 0% 35 11% 

민간연구소 1 4% 3 13% 1 4% 1 4% 10 42% 5 21% 3 13% 0 0% 24 8% 

기업 1 14% 1 14% 0 0% 0 0% 1 14% 3 43% 1 14% 0 0% 7 2% 

기타 0 0% 1 25% 0 0% 1 25% 1 25% 1 25% 0 0% 0 0% 4 1%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

  

0 0% 0 0% 0 0% 5 29% 6 35% 3 18% 3 18% 0 0% 17 5% 

연구원(박사급) 0 0% 3 13% 1 4% 2 9% 5 22% 7 30% 5 22% 0 0% 23 7% 

포스닥/연구교수 8 4% 5 2% 8 4% 25 12% 56 27% 52 25% 53 25% 4 2% 211 67% 

교수/책임연구원 3 5% 8 13% 7 12% 2 3% 22 37% 9 15% 8 13% 1 2% 60 19% 

기타 0 0% 0 0% 0 0% 0 0% 1 25% 2 50% 1 25% 0 0% 4 1% 

성 별                   

남성 10 4% 11 5% 9 4% 22 9% 70 30% 58 25% 50 21% 3 1% 233 74% 

여성 1 1% 5 6% 7 9% 12 15% 20 24% 15 18% 20 24% 2 2% 82 26% 

연 령 별                   

20대 0 0% 0 0% 0 0% 4 44% 3 33% 0 0% 2 22% 0 0% 9 3% 

30대 5 3% 9 5% 7 4% 24 13% 51 27% 43 23% 48 25% 3 2% 190 60% 

40대 5 5% 5 5% 7 7% 6 6% 31 30% 29 28% 19 18% 1 1% 103 33% 

50대 이상 1 8% 2 15% 2 15% 0 0% 5 38% 1 8% 1 8% 1 8% 13 4%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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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적이 있고, 현재는 국내 거주 중이다.>  

Q1-5 귀하가 거주했던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1) 미국·캐나다 등 북미 

2) 유럽  

3) 일본·중국 등 아시아 

4) 기타 

 

 

단위 : 명, % 

 1) 2) 3) 4) 전체(A) 

전 체 244 81% 29 10% 28 9% 0 0% 301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 유무           

현재 해외 거주중 0 0% 0 0% 0 0% 0 0% 0 0% 

해외거주경험, 현재 국내거

 

244 81% 29 10% 28 9% 0 0% 301 100% 

경험없음 0 0% 0 0% 0 0% 0 0% 0 0%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165 84% 17 9% 14 7% 0 0% 196 65% 

국책연구기관 42 79% 4 8% 7 13% 0 0% 53 18% 

민간연구소 9 82% 2 18% 0 0% 0 0% 11 4% 

기업 22 73% 3 10% 5 17% 0 0% 30 10% 

기타 6 55% 3 27% 2 18% 0 0% 11 4%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개월 내) 9 69% 3 23% 1 8% 0 0% 13 4% 

연구원(박사급) 30 77% 3 8% 6 15% 0 0% 39 13% 

포스닥/연구교수 53 77% 9 13% 7 10% 0 0% 69 23% 

교수/책임연구원 141 87% 10 6% 11 7% 0 0% 162 54% 

기타 11 61% 4 22% 3 17% 0 0% 18 6% 

성 별           

남성 189 81% 22 9% 22 9% 0 0% 233 77% 

여성 55 81% 7 10% 6 9% 0 0% 68 23% 

연 령 별           

20대 5 63% 2 25% 1 13% 0 0% 8 3% 

30대 79 78% 11 11% 11 11% 0 0% 101 34% 

40대 124 83% 12 8% 13 9% 0 0% 149 50% 

50대 이상 36 84% 4 9% 3 7% 0 0% 43 14%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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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귀하가 해외에 거주할 당시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최종과정으로 선택)  

1) 학부 

2) 석사  

3) 박사 

4) 포스닥/연구교수/연구원 

5) 교수/책임연구원 

6) 기타 

 

단위 : 명, % 

 1) 2) 3) 4) 5) 6) 전체(A) 

전 체 9 3% 11 4% 65 22% 199 66% 11 4% 6 2% 301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유무               

현재 해외 거주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외거주경험, 현재 

 

9 3% 11 4% 65 22% 199 66% 11 4% 6 2% 301 100% 

경험없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9 5% 7 4% 41 21% 127 65% 8 4% 4 2% 196 65% 

국책연구기관 0 0% 0 0% 12 23% 39 74% 1 2% 1 2% 53 18% 

민간연구소 0 0% 1 9% 4 36% 6 55% 0 0% 0 0% 11 4% 

기업 0 0% 1 3% 6 20% 21 70% 2 7% 0 0% 30 10% 

기타 0 0% 2 18% 2 18% 6 55% 0 0% 1 9% 11 4%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개월 

 

5 38% 3 23% 4 31% 1 8% 0 0% 0 0% 13 4% 

연구원(박사급) 1 3% 4 10% 12 31% 21 54% 0 0% 1 3% 39 13% 

포스닥/연구교수 1 1% 1 1% 26 38% 41 59% 0 0% 0 0% 69 23% 

교수/책임연구원 0 0% 2 1% 22 14% 124 77% 11 7% 3 2% 162 54% 

기타 2 11% 1 6% 1 6% 12 67% 0 0% 2 11% 18 6% 

성 별               

남성 7 3% 5 2% 46 20% 159 68% 10 4% 6 3% 233 77% 

여성 2 3% 6 9% 19 28% 40 59% 1 1% 0 0% 68 23% 

연 령 별               

20대 4 50% 1 13% 3 38% 0 0% 0 0% 0 0% 8 3% 

30대 5 5% 6 6% 35 35% 54 53% 1 1% 0 0% 101 34% 

40대 0 0% 4 3% 19 13% 115 77% 5 3% 6 4% 149 50% 

50대 이상 0 0% 0 0% 8 19% 30 70% 5 12% 0 0% 43 14%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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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귀하가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했던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단위 : 명, % 

 1) 2) 3) 4) 5) 전체(A) 

전 체 143 48% 137 46% 18 6% 3 1% 0 0% 301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유무             

현재 해외 거주중 0 0% 0 0% 0 0% 0 0% 0 0% 0 0% 

해외거주경험, 현재 국

 

143 48% 137 46% 18 6% 3 1% 0 0% 301 100% 

경험없음 0 0% 0 0% 0 0% 0 0% 0 0% 0 0%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93 47% 87 44% 14 7% 2 1% 0 0% 196 65% 

국책연구기관 25 47% 27 51% 0 0% 1 2% 0 0% 53 18% 

민간연구소 5 45% 6 55% 0 0% 0 0% 0 0% 11 4% 

기업 14 47% 14 47% 2 7% 0 0% 0 0% 30 10% 

기타 6 55% 3 27% 2 18% 0 0% 0 0% 11 4%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개월 

 

7 54% 5 38% 1 8% 0 0% 0 0% 13 4% 

연구원(박사급) 21 54% 16 41% 1 3% 1 3% 0 0% 39 13% 

포스닥/연구교수 25 36% 35 51% 7 10% 2 3% 0 0% 69 23% 

교수/책임연구원 84 52% 71 44% 7 4% 0 0% 0 0% 162 54% 

기타 6 33% 10 56% 2 11% 0 0% 0 0% 18 6% 

성 별             

남성 104 45% 116 50% 10 4% 3 1% 0 0% 233 77% 

여성 39 57% 21 31% 8 12% 0 0% 0 0% 68 23% 

연 령 별             

20대 3 38% 5 63% 0 0% 0 0% 0 0% 8 3% 

30대 48 48% 43 43% 8 8% 2 2% 0 0% 101 34% 

40대 73 49% 66 44% 9 6% 1 1% 0 0% 149 50% 

50대 이상 19 44% 23 53% 1 2% 0 0% 0 0% 43 14%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과학분야 설문조사기관 

http://www.sci-on.net/                                        
18 

Q1-8 연구활동 시 가장 만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1) 특별히 만족스러운 사항이 없었음  

2) 안정적인 일자리  

3) 안정적인 연구비 

4) 연구실 조직 문화 

5) 자유로운 연구주제 설정과 연구 독립성 보장 

6) 연구자의 대우와 처우  

7) 연구 기반시설과 인프라 

8) 기타 

단위 : 명, % 

 1) 2) 3) 4) 5) 6) 7) 8) 전체(A) 

전 체 11 4% 7 2% 13 4% 37 24% 72 24% 85 28% 70 23% 6 2% 301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

 

                  

현재 해외 거주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해외거주경험, 

  

11 4% 7 2% 13 4% 37 12% 72 24% 85 28% 70 23% 6 2% 301 100% 

경험없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6 3% 5 3% 10 5% 19 10% 47 24% 56 29% 51 26% 2 1% 196 65% 

국책연구기관 2 4% 2 4% 2 4% 12 23% 12 23% 11 21% 10 19% 2 4% 53 18% 

민간연구소 0 0% 0 0% 0 0% 2 18% 3 27% 5 45% 1 9% 0 0% 11 4% 

기업 1 3% 0 0% 1 3% 3 10% 8 27% 9 30% 6 20% 2 7% 30 10% 

기타 2 18% 0 0% 0 0% 1 9% 2 18% 4 36% 2 18% 0 0% 11 4%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

  

0 0% 0 0% 1 8% 2 15% 3 23% 6 46% 1 8% 0 0% 13 4% 

연구원(박사급) 1 3% 0 0% 2 5% 10 26% 8 21% 11 28% 7 18% 0 0% 39 13% 

포스닥/연구교수 4 6% 3 4% 3 4% 7 10% 16 23% 24 35% 12 17% 0 0% 69 23% 

교수/책임연구원 5 3% 4 2% 7 4% 15 9% 43 27% 35 22% 49 30% 4 2% 162 54% 

기타 1 6% 0 0% 0 0% 3 17% 2 11% 9 50% 1 6% 2 11% 18 6% 

성 별                   

남성 8 3% 7 3% 10 4% 26 11% 58 25% 67 29% 51 22% 6 3% 233 77% 

여성 3 4% 0 0% 3 4% 11 16% 14 21% 18 26% 19 28% 0 0% 68 23% 

연 령 별                   

20대 0 0% 0 0% 1 13% 1 13% 2 25% 4 50% 0 0% 0 0% 8 3% 

30대 5 5% 2 2% 7 7% 12 12% 22 22% 34 34% 19 19% 0 0% 101 34% 

40대 5 3% 5 3% 5 3% 20 13% 39 26% 35 23% 36 24% 4 3% 149 50% 

50대 이상 1 2% 0 0% 0 0% 4 9% 9 21% 12 28% 15 35% 2 5% 43 14%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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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만약 앞으로 1년 안에 다른 취업기관을 찾아야 한다면, 귀하는 국내외 중 어느 곳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겠습

니까?  

1) 국내 취업 자리를 우선적으로 찾겠다 

2) 해외 취업 자리를 우선적으로 찾겠다 

3) 어느 곳도 상관없다 

 

단위 : 명, % 

 1) 2) 3) 전체(A) 

전 체 310 31% 470 47% 225 22% 1005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유무         

현재 해외 거주중 39 12% 209 66% 67 21% 315 31% 

해외거주경험, 현재 국내거

 

119 40% 122 41% 60 20% 301 30% 

경험없음 152 39% 139 36% 98 25% 389 39%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221 31% 346 49% 144 20% 711 71% 

국책연구기관 34 25% 61 46% 39 29% 134 13% 

민간연구소 13 23% 24 43% 19 34% 56 6% 

기업 26 35% 30 41% 18 24% 74 7% 

기타 16 53% 9 30% 5 17% 30 3%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개월 내) 25 24% 62 60% 16 16% 103 10% 

연구원(박사급) 59 37% 62 39% 39 24% 160 16% 

포스닥/연구교수 126 29% 202 47% 102 24% 430 43% 

교수/책임연구원 86 32% 125 47% 57 21% 268 27% 

기타 14 32% 19 43% 11 25% 44 4% 

성 별         

남성 216 30% 332 47% 161 23% 709 71% 

여성 94 32% 138 47% 64 22% 296 29% 

연 령 별         

20대 12 24% 27 55% 10 20% 49 5% 

30대 177 32% 262 47% 122 22% 561 56% 

40대 102 31% 153 46% 75 23% 330 33% 

50대 이상 19 29% 28 43% 18 28% 65 6%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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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취업 자리를 찾겠다>   

Q2-1 국내 취업을 우선 고려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본인 전공분야에 대한 채용이 적다     

2) 만족할 만한 처우와 대우를 해주는 곳을 찾기 어렵다  

3) 채용 정보에 대한 정보 찾기가 어렵다    

4) 비슷한 학력과 조건의 취업 경쟁자가 너무 많다   

5) 학연, 지연과 같은 인맥이 없다       

6) 원하는 곳의 채용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7) 예상되는 애로 사항이 없다. 

 

단위 : 명, % 

 1) 2) 3) 4) 5) 6) 7) 전체(A) 

전 체 84 27% 133 43% 6 2% 54 17% 19 6% 11 4% 3 1% 310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유

 

                

현재 해외 거주중 16 41% 11 28% 0 0% 7 18% 3 8% 2 5% 0 0% 39 13% 

해외거주경험, 현

  

26 22% 48 40% 2 2% 27 23% 9 8% 5 4% 2 2% 119 38% 

경험없음 42 28% 74 49% 4 3% 20 13% 7 5% 4 3% 1 1% 152 49%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58 26% 89 40% 4 2% 42 19% 16 7% 9 4% 3 1% 221 71% 

국책연구기관 10 29% 16 47% 0 0% 6 18% 1 3% 1 3% 0 0% 34 11% 

민간연구소 2 15% 9 69% 1 8% 0 0% 0 0% 1 8% 0 0% 13 4% 

기업 7 27% 14 54% 1 4% 2 8% 2 8% 0 0% 0 0% 26 8% 

기타 7 44% 5 31% 0 0% 4 25% 0 0% 0 0% 0 0% 16 5%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개

  

8 32% 9 36% 1 4% 5 20% 2 8% 0 0% 0 0% 25 8% 

연구원(박사급) 14 24% 33 56% 1 2% 8 14% 3 5% 0 0% 0 0% 59 19% 

포스닥/연구교수 36 29% 52 41% 1 1% 19 15% 11 9% 7 6% 0 0% 126 41% 

교수/책임연구원 24 28% 32 37% 1 1% 19 22% 3 3% 4 5% 3 3% 86 28% 

기타 2 14% 7 50% 2 14% 3 21% 0 0% 0 0% 0 0% 14 5% 

성 별                 

남성 61 28% 91 42% 3 1% 38 18% 11 5% 9 4% 3 1% 216 70% 

여성 23 24% 42 45% 3 3% 16 17% 8 9% 2 2% 0 0% 94 30% 

연 령 별                 

20대 3 25% 5 42% 1 8% 2 17% 1 8% 0 0% 0 0% 12 4% 

30대 44 25% 83 47% 3 2% 31 18% 10 6% 4 2% 2 1% 177 57% 

40대 33 32% 40 39% 0 0% 17 17% 6 6% 6 6% 0 0% 102 33% 

50대 이상 4 21% 5 26% 2 11% 4 21% 2 11% 1 5% 1 5% 19 6%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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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취업 자리를 찾겠다> 

Q2-2 해외 취업을 우선 고려한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1) 미국·캐나다 등 북미 

2) 유럽 

3) 일본·중국 등 아시아 

4) 기타 

 

단위 : 명, % 

 1) 2) 3) 4) 전체(A) 

전 체 388 83% 69 15% 11 2% 2 0% 470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 유무           

현재 해외 거주중 180 86% 22 11% 6 3% 1 0% 209 44% 

해외거주경험, 현재 국내거

 

96 79% 24 20% 2 2% 0 0% 122 26% 

경험없음 112 81% 23 17% 3 2% 1 1% 139 30%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301 87% 37 11% 6 2% 2 1% 346 74% 

국책연구기관 38 62% 20 33% 3 5% 0 0% 61 13% 

민간연구소 18 75% 6 25% 0 0% 0 0% 24 5% 

기업 24 80% 4 13% 2 7% 0 0% 30 6% 

기타 7 78% 2 22% 0 0% 0 0% 9 2%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개월 내) 54 87% 8 13% 0 0% 0 0% 62 13% 

연구원(박사급) 53 85% 7 11% 2 3% 0 0% 62 13% 

포스닥/연구교수 167 83% 29 14% 4 2% 2 1% 202 43% 

교수/책임연구원 101 81% 19 15% 5 4% 0 0% 125 27% 

기타 13 68% 6 32% 0 0% 0 0% 19 4% 

성 별           

남성 278 84% 49 15% 5 2% 0 0% 332 71% 

여성 110 80% 20 14% 6 4% 2 1% 138 29% 

연 령 별           

20대 25 93% 2 7% 0 0% 0 0% 27 6% 

30대 216 82% 39 15% 5 2% 2 1% 262 56% 

40대 128 84% 21 14% 4 3% 0 0% 153 33% 

50대 이상 19 68% 7 25% 2 7% 0 0% 28 6%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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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해외 취업을 우선 고려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국내에서 취업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 전공분야의 연구비 지원이 더 좋기 때문에   

3) 처우 및 대우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4) 연구시설 및 연구환경 등 전반적으로 연구 인프라가 더 좋기 때문에  

5) 가족들의 교육/생활/기타 문제로 인하여 

6) 기타 

 

단위 : 명, % 

 1) 2) 3) 4) 5) 6) 전체(A) 

전 체 68 14% 11 2% 142 30% 196 42% 51 11% 2 0% 470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유무               

현재 해외 거주중 41 20% 3 1% 52 25% 78 37% 34 16% 1 0% 209 44% 

해외거주경험, 현재 

 

8 7% 3 2% 40 33% 59 48% 11 9% 1 1% 122 26% 

경험없음 19 14% 5 4% 50 36% 59 42% 6 4% 0 0% 139 30%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48 14% 7 2% 104 30% 146 42% 40 12% 1 0% 346 74% 

국책연구기관 13 21% 2 3% 16 26% 23 38% 6 10% 1 2% 61 13% 

민간연구소 2 8% 1 4% 9 38% 11 46% 1 4% 0 0% 24 5% 

기업 3 10% 0 0% 12 40% 11 37% 4 13% 0 0% 30 6% 

기타 2 22% 1 11% 1 11% 5 56% 0 0% 0 0% 9 2%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개월 

 

7 11% 2 3% 24 39% 27 44% 2 3% 0 0% 62 13% 

연구원(박사급) 8 13% 3 5% 19 31% 21 34% 10 16% 1 2% 62 13% 

포스닥/연구교수 41 20% 1 0% 57 28% 80 40% 22 11% 1 0% 202 43% 

교수/책임연구원 8 6% 4 3% 35 28% 62 50% 16 13% 0 0% 125 27% 

기타 4 21% 1 5% 7 37% 6 32% 1 5% 0 0% 19 4% 

성 별               

남성 46 14% 6 2% 103 31% 132 40% 43 13% 2 1% 332 71% 

여성 22 16% 5 4% 39 28% 64 46% 8 6% 0 0% 138 29% 

연 령 별               

20대 4 15% 0 0% 12 44% 11 41% 0 0% 0 0% 27 6% 

30대 37 14% 7 3% 87 33% 107 41% 22 8% 2 1% 262 56% 

40대 25 16% 3 2% 36 24% 64 42% 25 16% 0 0% 153 33% 

50대 이상 2 7% 1 4% 7 25% 14 50% 4 14% 0 0% 28 6%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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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귀하가 직장 선택 시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1) 대학 교수직       

2) 국가기관 연구직    

3) 기업(벤처) 연구직   

4) 개인 창업    

5) 기타 

 

단위 : 명, % 

 1) 2) 3) 4) 5) 전체(A) 

전 체 604 60% 301 30% 78 8% 6 1% 16 2% 1005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유무             

현재 해외 거주중 226 72% 65 21% 19 6% 0 0% 5 2% 315 31% 

해외거주경험, 현재 국

 

208 69% 66 22% 17 6% 3 1% 7 2% 301 30% 

경험없음 170 44% 170 44% 42 11% 3 1% 4 1% 389 39%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486 68% 179 25% 36 5% 3 0% 7 1% 711 71% 

국책연구기관 67 50% 62 46% 3 2% 1 1% 1 1% 134 13% 

민간연구소 22 39% 16 29% 16 29% 1 2% 1 2% 56 6% 

기업 17 23% 32 43% 22 30% 1 1% 2 3% 74 7% 

기타 12 40% 12 40% 1 3% 0 0% 5 17% 30 3%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개월 

 

49 48% 41 40% 11 11% 0 0% 2 2% 103 10% 

연구원(박사급) 58 36% 76 48% 24 15% 0 0% 2 1% 160 16% 

포스닥/연구교수 279 65% 124 29% 19 4% 3 1% 5 1% 430 43% 

교수/책임연구원 200 75% 48 18% 18 7% 0 0% 2 1% 268 27% 

기타 18 41% 12 27% 6 14% 3 7% 5 11% 44 4% 

성 별             

남성 465 66% 173 24% 58 8% 6 1% 7 1% 709 71% 

여성 139 47% 128 43% 20 7% 0 0% 9 3% 296 29% 

연 령 별             

20대 28 57% 12 24% 7 14% 0 0% 2 4% 49 5% 

30대 324 58% 181 32% 48 9% 1 0% 7 1% 561 56% 

40대 210 64% 92 28% 19 6% 4 1% 5 2% 330 33% 

50대 이상 42 65% 16 25% 4 6% 1 2% 2 3% 65 6%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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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귀하는 이공계 두뇌 유출이 많아지는 한국 과학계의 현상이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복수응

답 가능) 

1) 국내 일자리 부족 

2) 연구비 수주의 어려움 

3)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강한 연구실 조직 문화  

4)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와 연구 독립성 보장의 어려움 

5) 선진국 보다 열악한 처우 

6) 연구 기반 시설과 인프라 부족 

7) 자녀 교육 등 생활여건 

8) 기타(                       ) 

단위 : 명, % 

 1) 2) 3) 4) 5) 6) 7) 8) 전체(A) 

전 체 413 41% 170 17% 141 14% 595 59% 329 33% 102 10% 67 7% 37 4% 1005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

 

                  

현재 해외 거주중 134 43% 43 14% 57 18% 184 58% 84 27% 40 13% 36 11% 8 3% 315 31% 

해외거주경험, 

  

135 45% 50 17% 33 11% 182 60% 87 29% 30 10% 19 6% 8 3% 301 30% 

경험없음 144 37% 77 20% 51 13% 229 59% 158 41% 32 8% 12 3% 21 5% 389 39%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299 42% 124 17% 103 14% 411 58% 225 32% 75 11% 49 7% 27 4% 711 71% 

국책연구기관 65 49% 25 19% 20 15% 81 60% 35 26% 10 7% 9 7% 3 2% 134 13% 

민간연구소 14 25% 8 14% 5 9% 32 57% 26 46% 10 18% 5 9% 3 5% 56 6% 

기업 25 34% 11 15% 8 11% 51 69% 34 46% 3 4% 3 4% 0 0% 74 7% 

기타 10 33% 2 7% 5 17% 20 67% 9 30% 4 13% 1 3% 4 13% 30 3%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

  

40 39% 20 19% 19 18% 68 66% 38 37% 6 6% 3 3% 4 4% 103 10% 

연구원(박사급) 64 40% 29 18% 20 13% 94 59% 62 39% 16 10% 7 4% 4 3% 160 16% 

포스닥/연구교수 192 45% 63 15% 66 15% 237 55% 144 33% 46 11% 29 7% 19 4% 430 43% 

교수/책임연구원 103 38% 52 19% 27 10% 171 64% 71 26% 32 12% 22 8% 7 3% 268 27% 

기타 14 32% 6 14% 9 20% 25 57% 14 32% 2 5% 6 14% 3 7% 44 4% 

성 별                   

남성 314 44% 119 17% 84 12% 405 57% 225 32% 75 11% 55 8% 23 3% 709 71% 

여성 99 33% 51 17% 57 19% 190 64% 104 35% 27 9% 12 4% 14 5% 296 29% 

연 령 별                   

20대 19 39% 10 20% 10 20% 31 63% 17 35% 6 12% 2 4% 0 0% 49 5% 

30대 228 41% 103 18% 87 16% 318 57% 200 36% 49 9% 31 6% 27 5% 561 56% 

40대 140 42% 44 13% 39 12% 204 62% 96 29% 39 12% 32 10% 8 2% 330 33% 

50대 이상 26 40% 13 20% 5 8% 42 65% 16 25% 8 12% 2 3% 2 3% 65 6%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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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이공계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나 학계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1)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2) 안정적인 연구비 확대 

3) 합리적인 연구실 조직 문화 

4) 연구의 독립성 보장  

5) 선진국 수준의 대우와 보수  

6) 연구 기반 시설과 인프라 확충 

7) 자녀 교육·주거비 등 복지 보장 

8) 기타(                              ) 

단위 : 명, % 

 1) 2) 3) 4) 5) 6) 7) 8) 전체(A) 

전 체 582 58% 335 33% 140 14% 235 23% 382 38% 137 14% 60 6% 25 2% 1005 100% 

해외에서 연구경험

 

                  

현재 해외 거주중 174 55% 110 35% 50 16% 71 23% 101 32% 47 15% 28 9% 9 3% 315 31% 

해외거주경험, 

  

175 58% 98 33% 40 13% 76 25% 116 39% 40 13% 16 5% 8 3% 301 30% 

경험없음 233 60% 127 33% 50 13% 88 23% 165 42% 50 13% 16 4% 8 2% 389 39% 

소 속 기 관 별                   

대학/의과대학 420 59% 258 36% 92 13% 151 21% 255 36% 108 15% 40 6% 16 2% 711 71% 

국책연구기관 79 59% 40 30% 27 20% 38 28% 53 40% 8 6% 8 6% 1 1% 134 13% 

민간연구소 28 50% 14 25% 5 9% 12 21% 28 50% 10 18% 7 13% 2 4% 56 6% 

기업 39 53% 16 22% 10 14% 20 27% 38 51% 7 9% 5 7% 2 3% 74 7% 

기타 16 53% 7 23% 6 20% 14 47% 8 27% 4 13% 0 0% 4 13% 30 3% 

직 책                   

박사졸업 예정자(6

  

48 47% 36 35% 18 17% 26 25% 45 44% 16 16% 4 4% 2 2% 103 10% 

연구원(박사급) 93 58% 40 25% 27 17% 43 27% 66 41% 17 11% 10 6% 5 3% 160 16% 

포스닥/연구교수 284 66% 151 35% 52 12% 80 19% 153 36% 52 12% 28 7% 7 2% 430 43% 

교수/책임연구원 131 49% 97 36% 36 13% 73 27% 104 39% 45 17% 14 5% 8 3% 268 27% 

기타 26 59% 11 25% 7 16% 13 30% 14 32% 7 16% 4 9% 3 7% 44 4% 

성 별                   

남성 409 58% 241 34% 87 12% 172 24% 261 37% 95 13% 48 7% 19 3% 709 71% 

여성 173 58% 94 32% 53 18% 63 21% 121 41% 42 14% 12 4% 6 2% 296 29% 

연 령 별                   

20대 22 45% 19 39% 10 20% 13 27% 18 37% 10 20% 3 6% 0 0% 49 5% 

30대 346 62% 178 32% 77 14% 123 22% 220 39% 69 12% 31 6% 14 2% 561 56% 

40대 186 56% 113 34% 43 13% 78 24% 126 38% 46 14% 24 7% 8 2% 330 33% 

50대 이상 28 43% 25 38% 10 15% 21 32% 18 28% 12 18% 2 3% 3 5% 65 6% 

* %는 Row Pct값. 단, A에 대한 %는 Column Pct값.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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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관식 결과 

[Q6. 국내 이공계 두뇌 유출과 관련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

요.]에 대한 주관식 응답 
 제도와 문화,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임. 허나 제도를 개선하면 사람들이 이에 따라오기에 많은 부분 해결

할 수 있음. -연구비의 기간- 정부출연 연구비가 대부분인데, 이 정부출연하는 연구과제들은 시류따라 
방향이 왔다갔다함. 10년 100년대계는 없고 3년~5년 단기 프로젝트 위주이기 때문에,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 위주로 하니 제대로된 장기 연구를 할 수가 없음. 특히 기초과학분야는 더함. 기초과학은
 100년 대계이므로 당장의 output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투자하는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꼭 결과
를 내놔야하므로 이를 개선해야함. -연구과제 방향- 프로젝트 계획에 비전이 없음. 연구를 해본 사람이
 프로젝트를 계획해야하는데, 유행하는 연구에 따라 왔다갔다 하고, 산업계의 영향을 받는 연구를 주로
 하기때문에 기초학문은 더더욱 해답 없음. 프로젝트 선정에 있어서 미래 지향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정부에 과학자가 없으니 될 턱이 없음. 중국의 예시를 들면, 대부분의 국가
 요직이 과학/공학을 경험한 사람들이 쥐고 있어 기본적으로 과학/공학에 대한 중시가 깔려있음. -연구
비집행-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함.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이 매우 많아 연구비가
 줄줄 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렴성 역시 기대할 수 없음.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처벌/포상 강화가 시급. ~문화적인 부분~ -연구 분위기- 연구를 주로 대학원생
들이 하는데, 서구식 자유로운 토론 문화, 우직한 장인 정신 등이 다 부족함. 이는 사회 분위기와도 크
게 연계되는데, 자유로운 토론 문화는 존댓말을 쓰는 우리 말 특성상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
는 부분 같으므로 깔끔히 포기하고, 일본과 같이 장인 정신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함. 아무리 쓸
데없는 분야라도, 한 분야에서 우직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연구비/문화가 만들어져야함. -사
회 분위기- 평균적인 국민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떨어짐. 선진국의 국민으로 살지/후진국의 국
민으로 살 지 결정하라고 하면 누구든 선진국의 국민으로 살고 싶어함. 승자 독식의 사회 분위기로 인
해 패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만 과열되서 전국민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아무도 살고 싶지 않아함. 국가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니, 점점 이공계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임. 인구 절벽으로 인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므로 더더욱 돌아오지 않을 것임. 중국처럼 압도
적인 보수와 일자리로 유혹하는 방법이 있으나, 중국은 돈도 많고 자리도 많아서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는 안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시급>>제도 개선<<시급, pay 개선, 일자
리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어느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서 돈이
 많아지거나 혹은 모두 다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거나 하지 않는 한 막을 수 없음.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가지원 연구과제에서 연구 과제의 가설 증명이 어려운경우 (실패로 판
정) 왜 가설이 틀렸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연구비 신청 제한 조치 등) 관점
에서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와 연구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 둘째, 석박사 연구원의 처우에서도 과제내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해야해서 연구비 절대 부족의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석사 연구원의 인건
비 상한선이 월 250만원, 박사후 연구원 상한선 월 500 만원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현실이며, 과제 
종료 후 후속과제가 없을시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고용이 어렵다 (1년 단위 계약직). 따라서, 석박사후 
연구원의 장기적인 고용이 어려워 대부분 2~3년이라는 단기간 지속 근무, 이직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
래한다. 셋째, 국가지원 연구 과제에서 응용연구 뿐만아니라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민간 연구분야에서 
이루어져야할 성과지표 (기술이전, 특허, 산업화, 상품화 등)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성을 지나치게 강
조하며연구결과의 성패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기초/응용 연구 결과를 산업체 또
는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연결고리 (설명회, 박람회 등) 가 전무하며, 연구자가 그 결과물을 상업화 
또는 현실화 하기 위해 산업체 (기업)을 찾아서 기술이전을 해야만 연구자의 능력/실적으로 인정하는 
성과주의 연구 환경이 고착되어 있다. 다섯째, 1~2년의 단기적인 연구 결과를 국제저널에 (IF 가 낮더
라도) 발표하지 않으면, 차년도 연구비를 삭감 또는 제한하는 평가 시스템이 당연 시 되고 있어,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 여섯째,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서 연구과제 선정 후 연구비 지급의 정
확성 (7월 협약 후 연구비 지급이라도 실제 8~9월 협약/연구비 지급) 이 떨어지며, 연구비 사용에서도
 부정을 막기위한 장치들이 오히려 연구비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예를 들어 3000만원 이상 장비 구매
시, 연구비 지급기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 등-왠만한 연구장비는 3000만원 이상임) 현실이
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연구를 하기위해서는 연구외에 행정적 업무들이 너무 많고 (그마저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음 - 연구재료비 사용후 증빙자료의 소속기관 보고, 지원기관에 보고 등), 정량
적인 실적만을 인정하는 연구 환경에서는 왠만한 애국심이 아니고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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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과제 신청 및 연구비 사용절차의 간소화 (증빙서류는 연구비 카드 사용내역서로도 대체 가
능함), 연구비 선정 후 지급날짜의 정확성, 연차/단계 평가의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를 위한 과제
별 현실적인 평가 기준 마련, 실적위주 (논문수, 기술이전, 상품화 등)의 평가 개준 개선 및 과제별 (기
초, 응용과제) 적용 기준 마련, 연구자의 인건비의 현실화 및 연구기관의 인건비 분담 의무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연구를 하면서 이에 따른 보상과 복지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경제력이 지원되지 않는 이상 더이상 연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를 해왔던 많은 인재들이 자기들의 능력
을 인정 받을 수 있고 그 시간에 따른 보상을 가장 많이 해주는 선진국으로 떠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출신 박사들만 인정해주는 이상한 관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비를
 잘 따오고 많은 실적을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신학교(최종학력)가 국내 지방대라는 이유 하나로 
연구교수와 같은 직위에 지원조차 할 수 없게끔 지원자격에 해외출신의 박사라고 기재되어있는 곳도 
허다하게 보았습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하였든 국내에서 공부를 하였든 혼자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실
험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외출신의 박사들만 인정해주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하였던 많은 박사님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한껏 펼치시지 못하고 학교에서 일반
강사로 강의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충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연구의 특성상 시
간이 많이 걸리는 점에도 불구하고 성과 위주로 그사람의 능력이 판단 되어지며, 그 오랜시간동안 성
과가 없으니 연구비 또한 지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것 또한 악순환이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
다. 공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랑 연계해서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공계 출신들은 순
수과학이기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에 한정되어지며 공과 계열들에 비해서 지원도 상당히 낮
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연구를 하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중에서 결국 결혼이
라던지 이 외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까지 공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들이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간강사로 생계를 잇는 많은분들을 보았습니다. 연구를 함에 있어서 소통또한 중요
하지만 과학에는 국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들이 결국 이공계 두뇌유
출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꼭 해외를 가야지만 좋은 과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
다. 제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 시간 동안 성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 그 기간동안 꾸준히 지원을 해주었다고 하지요. 그 기
다림이 무색하지 않게끔 같은 아시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많습니다. 눈
앞의이익이 아닌 멀리보고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단단하고 튼튼한 집을 짓듯이 
기초과학 순수과학이 성장해야 응용도 가능하도 생각되어집니다. 

 연구비의 경우 현재의 top-down씩 집단과제 보다는 개인연구과제를 늘여야 함. 집단과제의 경우, 뛰어
난 연구자의 팀에 속하면, 개인의 실적은 아주 부족해도 다년간 연구비를 편하게 가져가는 무임승차가
 가능함. 그리고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지원시스템은 기본연구를 통해서 실험실이 발전하는 경우
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기본연구과제를 10년까지 장기 지원한다고 하지만, 일년에 간접비 제외
하고 인건비 포함하여 약 4천만원과제를 하면서 개인기초연구사업(신진,중견,리더)의 지원을 불허하고 
있음. 기본과제를 통해 실험실이 어느정도 키워지면 좀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큰 과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연구비는 숫자도 적고 선정되기 힘듬. 기본연구를 포기하고 개인기초사업
을 지원했다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실험실을 문닫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됨. 적어도 3책5공에 해당
되지 않는 기본과제의 책임자의 경우 상위과제에 지원은 가능하게 해야 하고, 만일 상위과제에 선정이
 되는 경우, 하위 기본과제를 중단하고 상위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연구자들이 실험
실이 언제 문닫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실험실을 꾸리기 위해서 기본연구라도 수행하다 보니, 
상향지원은 할 수 없고, 상향지원을 하려다가 연구비가 없는 사정이 되어, 해외로 다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음. "안정적인 연구비"란 적은 돈을 장기간 지급해서 안정적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모습보다는,
 실험실이 커나갈수 있도록 상향지원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
용화, 실용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초에 기반한 연구토양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해외 기반기초 
연구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실속은 없는 과학계가 될 것임. 비전임교원은 전임자리가 부족하여 비전
임으로 고용될수 밖에 없는 연구자들이 많고 비전임위치임에도 그 자리에서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열
정을 가진 분들이 많음 (물론 아닌분들도 많음). 그러나 연구과제를 책임연구자로 수주한 경우에도 연
구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음. 각 부처별로 단순히 실적을 강요하기 위해서 모두 실용화,산업
화를 요구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과학계를 고사시킬것임. 따라서 실용화를 지향하는 연구과제와,
 기초를 살리는 연구과제 등 특성을 부여해야 할 것임. 

 1. 교수직 임용의 투명성 및 연구 윤리: 아직도 인맥 + 줄서기에 편향된 교수직 임용이 많은것 같다. 이
를 막기위해 논문을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제도가 생겼으나 오히려, 그러한 것을 악용해 "논문의 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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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는 떨어지나" publish한 논문의 갯수가 많은 사람이 교수가 된다. 미국에선 실제 인터뷰에서 그 사
람의 논문이 가지는 타당성, 윤리성을 굉장히 철저히 평가하고 그에 따라 교수가 된다. Field내 자정작
용이 강해, 처음 몇번은 조작을 통해 좋은 논문을 낼수 있을지 몰라도 실험의 재현성이 보장되지 않으
면, 그후 철저히 배척된다. 과연 한국에서 이러한 연구윤리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실제 
내가 알고 있는 두 랩의 경우 "이미 실험결과는 정해져있고 학생이 거기에 맞춰 데이타를 공급해야한
다"는 사례를 들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러한 연구윤리의 부제로 인해 한국전체의 연구
위상이 떨어지고 Field의 inner circle에 들어갈수 없다 2. 연구하지 않는 senior faculty: 한국은 실제 te
nure를 받은후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 교수가 많다. 아무도 자르지 않고, 월급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실
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위해 tenure전에는 교수의 봉급의 50-70%를 학교에서 제공해주지만,
 tenure후에는 100% 자신의 연구비로 충당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즉 tenure후 더 열심히 연구해
야 한다. senior faculty가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한국의 문화상 무조건 senior 교수들에게 
연구비가 더 많이 주어진다), 제대로된 연구비 이용이 이루어질수 없다. 3. 안정적인 연구자 대우: 실제
로 연구자의 대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진정 똑똑한 학생들은 절대 박사과정/연구자의 길로 가
지 않는다. 내 친구의 99%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빠졌다. 실제 미국에서 박사를 하며 전액 장학금 + s
tipend 연 3500만원정도를 받고있다. 이러한 대우가 되지 않는이상, 똑똑한 애들이 이 분야로 올 수 없
다.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은 경제적으로 더 선진국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과학계
에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방비 비리는 매일 
터지는 마당에 국가 예산 부족을 근거로 국가 R&D 과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 연구비 액수를 줄
여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의 주제는 실용적인 것, 상품이 되는 것 등에만 맞춰져 있는데 기초 분야의 연
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실용/응용 분야 연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
다. 기술과 과학은 균형있게 공생해야 할 것이지만 언젠가는 실용적인 기술만을 강조하는 국가의 과학
계에 대한 처우 때문에 국내 과학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석박사 이상급의 고학력 인재
를 3개월씩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3개월
마다, 6개월마다, 10개월마다, 1년마다 직장을 옮겨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뜻
이며 언제나 새로운 주거지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직이란 일의 양은 적지도 않
은 상태에서 혜택과 대우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며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외의 경우 계약직은 대
부분 용병과 같은 취급으로, 꼭 필요한 인재기에 단기간에라도 써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임금과 
노동 환경에 대해서 정규직보다 더욱 좋은 처우를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불안정 속에서 한국의 
과학계에 남고 싶어하는 브레인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30대의 젊은
 나이지만 벌써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그만 두고 카페나 치킨집을 차릴까?' '농사를 지어볼
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갈 수 있다면 해외로 가고 싶습니다. 가서
 테크니션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도 한국에 영원히 돌아오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학계 브레
인 유출을 막고 싶다면 연구 주제의 광범위성, 독립성을 인정해주시고, 연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십
시오. 

 국가에서는 연구자 육성을 한다는 명목으로 저 비용으로 너무나 많은 숫자의 선별되지 않은 대학원생들
만 육성하다 보니, 겉으로 들어난 박사들이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외국에서 살아남는 
수는 미비하다. 다시 말하자면, 보다 강도높은 선별기준으로 대학원생들을 뽑아야 한다. 또한, 교수 당 
학생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수당 양질의 박사 후 연구과정(Post Doc) 의 수를 늘리는
 것이 향후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에 보다 효과적이라 할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실험실의 
처우 및 보수는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보수에 비해서 한국의 보수는 물
가대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교수 재량에 따라서 대우나 처우는 서로 다르다. 국가에서 연구
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재유출이라는 단어는 무색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원 육성 재
도에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이다. 실재적인 인재유출은 박사후 연구과정에 있는 사람들
에게 있는대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박사 후 연구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은 없다. 그런, 재도 
상황에서 어느 누가 돈을 써 가면서 박사 후 연구과정생을 데리고 있겠는가? 박사 까지는 정부 지원이
던, 재단 지원이던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지만, 박사 후 연구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은 선택의 여지
가 외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박사 후 연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과는 달리 연
구비를 수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또한 문제이다. 현재 연구비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국가 기관 및 대학 등의 교수급 이상만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그것
을 심사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교수들이다. 그러나, 실재로 그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박사 후 
연구원들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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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에 들어오기로 정해지면서 제일 걱정은 연구비 수주 문제입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
한데 연구비 수주가 투명하게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고, 사전에 기획단
계에서 부터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 기획서 내고, 아는 사람들이 계획서 내고, 심사하고... 뭐 그런 식
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해외에 있을때 "한국에 교수로 들어가더라도 빅가이 밑에서 종처럼 해 주어야 
세부과제 맡고, 연구비라도 딸 수 있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현실이구요. 단기 실적 위주의 심
사, 학연 지연 인맥이 너무 강하게 영향을 주어서 연구비를 딸 수 없으니 차라리 해외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한국에서 놀랐던게 고가의 실험 기자재를 같은 학교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도 못 쓰게 한다는것. ㅋㅋ 서울, 대전, 부산에 연구자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 잘 
관리를 해 주는 고가장비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비도 적은데 고가장비 구매 사용은 엄두도 
못 내고, 여기저기 빌려 써야 되는데 죽을 맛입니다. 국가에서 제우스를 운영하지만 기계 가지고 있는 
실무자에게 연락하면 자기학교나 자기 학과 사람들만 사용하고 외부인에게 개방이 되지 않는 것이 태
반입니다. 다 기계를 제우스에 등록은 해 두어도 실제 다른 학교 연구자들이 사용하려고 연락하면 안 
된다고 하지요. 이해합니다. 관리가 어려우니...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고가의 장비 구매 설문을 
하셔서 서울 대전 부산에 건물 하나씩만 짓든지 사시든지 해서 "국가 고가연구장비 센터"를 만들어 주
세요. 전문적인 장비 관리자를 채용하셔서요. 연구비 수주 어려움+연구기반시설 부족+적은 블루컬러 
수준의 월급+단기 실적평가+연구의 독립성 이런 순서로 어려워요. 

 두뇌 유출이라는 표현자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국수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수준과 인프라가 일부 예외적인 분야를 제외하면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는데, 
인재들을 국내에 가두어두는 방법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설
문 조사도 결국에는 문제의 핵심과 본질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당장의 인력 분포에 관한 숫자놀음을 
반등시키고자 함이 아닌가? 한국 이공계의 문제를 '심각한 두뇌 유출'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는 저급한 
프레임 안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지금 외국에 나와있는 교수/포닥급 연구 인력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인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많은 주제들이 있겠지만 인력에 대한 논의만 두고 따지
자면, 해외 유출이 아니라 해외 진출이다. 한국의 인재들이 외국연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훌륭한
 성과를 올리는 것을 오히려 응원하고 지원함으로 한국 과학계의 전반적인 실력과 경험과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게 우선이다. KBO에서 뛰던 한국 선수들이 높은 연봉을 받으며 MLB에 진출해서 홈런을 치고,
 마무리 투수로 활약 하는 것 때문에 한국 야구의 위기와 문제를 논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발전
된 한국 야구에 대한 반증이 되고, 후임 양성과 한국 야구 수준 향상에 좋은 자극과 동기가 된다. 진정
으로 한국 이공계의 미래와 성장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당장 나 대신 성과를 내주고, 당장 내가 싼 값
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을 한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해외 연구자들이 분야마다 기술마다 
친밀한 학계 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적 논의들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아직도 연구자
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국내 이공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획일화된 (공무원이 평가하기 편한) 평가 시스템으로 인하여 
실적이 논문을 쓰기 위한 논문, 보이기 위한 실적 등을 양산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지
지 않기 때문에 실력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과학계를 떠나 공무조직 및 타 분야로 이직하는 현상이 심
화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지엽적인 지원인 연구비 확대 일자리 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막기 
힘듦. 근본적인 문제인 제대로 작동되는 평가시스템 (연구 계획의 합리성 및 독창성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 계획서에 부합하는 결과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시대 흐름에 따른 합리적인 연구계획 수정 및 이를 통한 결과 평가시스템 등)이 구축
되어야 할 것임. 이것이 없는 한에는 모든 지원된 사항들이 눈먼 돈이며, 입김 강한 일부 교수들의 제
자 사랑에 그칠 것임. 또한, 평가 시스템 이외에 연구자들의 연구 독립성이 지나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도 크나큰 문제임. 연구계획서 평가시 많은 평가자들이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구하며, 계획서를 수정
하도록 강요함. 연구 진행시 구체적인 부분들은 시대 상황하에 수시로 변경되어야 하지만, 계획서에 없
는 연구 (폭넓게 바라봤을 때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과 다른 연구)
를 시도하게 되면, 연구비 유용이 되어 시도자체가 불가함. 단순한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여 일처리를 
쉽게하지 말고 좀 복잡하더라도 전문가가 꼼꼼하게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연
구 독립성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음. 알파고도 나오는 현 시대상황에서 그런 단순한 평가 시스템을 적
용할 것이면, 연구재단이 필요 없음. 알파고가 대신하면 됨. 

 기본적인 호칭부터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외국의 경우, 박사는 researcher, 그 이하는 research 
assistant 로써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고 박사아래 직급은 박사가 박사의 역할을 잘 할수 있도록 시스템
화 되어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 =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 = 연구원, 학사급 연구원 = 
연구원, 전문대졸업 연구원 = 연구원 으로 칭함 (특히 병원에서) 따라서 연구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
고 박사가 아닌 직급은 같은 건물에서 연구원이라는 직급으로 일하므로 마치 박사인 마냥 행세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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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잦습니다. 병원의 경우, 저인건비를 위하여 학사급 연구원을 많이 채용하는데 그로인하여 연구원
이란 의사들에게 데이타를 만들어 주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사가 연구원
으로 취업이 됐을경우 동일인 취급을 받고 실제로 무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들이
 원서를 내는 이유는 다른곳에 비하여 병원이 봉급을 많이 주기때문이죠. 하지만 취업 후 실체를 알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여 많이 그만 둡니다. 실제로 외국으로도 가버리기도 하죠. 한국은 아직도 멀었다...
 이러면서.... 외국에서 학위따고 국내에 취업했는데 박사취급이 엉망이라 그만 두고 다들 돌아가십니다.
 박사를 너무 많이, 쉽게 배출 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배출된 박사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심지어 신분 조차도 제대로 시스템화 하지 못하는 국가의 문제가 두뇌유출로 연결 되는것 같
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훌륭한 랩이 많아 실적에는 외국에 뒷처지지는 않지만 그런 랩을 확실히 박
사의 대우가 다릅니다. 그것을 국가적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몇개의 랩에서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다. 나는 이른바 국박이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다. 현재 연구기관에서 비정
규직에 박봉으로 일하고 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은 모두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해외에서 
학위를 한 사람. 국내서 학위를 했더라도. 해외에서 포닥 경력이 있는 사람. 국내 학위 경력만 있더라
고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라인의 연구실 출신인 사람. 이도 저도 아니고 마이너 학교에 마이너 
연구실 출신인 나는. 국내에 설 자리가 없다. 10편의 1저자 SCI 논문과 몇건의 특허. 그걸로는 나보다 
위 계급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아주 단순한 문제다. 한국 조직 전체가 서열화 되어 있으며. 이공계 출
신들이 갈 수 있는 자리들도 이미 서열화. 계급화 된 것이다. 이것은 계급에 대한 투쟁이다. 더 나은 
환경으로 올라서기 위해 탈 한국을 꿈꾸는 것이다. 이 시대의 젊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나가
야 할 두뇌들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판을 이렇게 짰는가? 진심으로 책임을 묻고 싶다. 이런
 사회구조가 재편되어. 소위 선진국 이라 일컫는 나라들의 수준까지 사회적 문화적 조직적 분위기가 
변화하다면. 거기에 좋은 처우가 뒤따른다면 누가 굳이 더 힘들여가며 해외까지 나가려고 하겠는가? 
신소재를 만들었더니 선진국의 선행사례를 대라는 곳이다. 학위때 내가 했던 연구는 분명 첨단인데 관
련 기관 기업에 진출했더니 그런건 외국에서나 하란다. 자기들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카피캣 노릇
만 하면서 말이다. 누가 이곳. 한국에 남아있고 싶겠는가? 장학금 받고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두뇌들을 
욕하기 전에. 이 시스템을 바로잡길 진심으로 바란다. 아직 떠나지 못한 나는 먼저 탈출한 그들이 마냥
 부러울 뿐이다. 

 연구비 관련: 얼마 전에 BRIC에 올라온 호원경 교수님 말씀처럼 연구비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분배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교수들이 시작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연구
비 책정에 일관성이 없고 장기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평가 관련: 평가가 지나치게 정성
적이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며 실패할 여유가 없이 무작정 성과를 생산해야하는 분위기는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매우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영향력이 큰 연구 결과는 무수한 실패와 오랜 시간 
투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정말 좋은 연구를 하는 것보다 좋
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환경에서는 평가에 대한 경쟁력은 생길지언정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강해질
지 의문입니다. 대학원생 관련: 교수는 대학원생과 같이 연구를 해야하는데 대학원생의 처우가 너무 좋
지 않습니다. 몇년을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어렵게 생활해야한다면 마음 편하게 연구하기 힘듭니다. 인
력 활용 관련: 이공계 박사들이 정부 기관 및 사회 도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 부
처에서 이공계 인력을 많이 흡수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
는 처우를 해준다면 이공계 인력 유출도 막고 국가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공계의 학위 과정의 끝이 교수가 되는 것처럼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지 않아야 한다. 교수되게 해 줄
게 (너도 기득권층에 진입하게 해 줄게)와 같은 미끼로 도제식 조직문화로 이미 과학과 학문의 다양성
은 없다. 실무 능력은 이미 멀어진 정교수급들의 이미 노화된 학문 때문에 새롭고 진취적인 것을 철학
이나 전통, 역사 사고 없이 배척해 버리는 기득권 계급의 횡포도 막아야 한다. 한국은 트렌드를 주도하
는 학문을 이끌어갈 리더 과학자가 없다.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젊은 과학자들에 대해 조력자 
역할도 안 한다. 이것이 중년 과학계의 문제점이다. 또한 젊은 청년 과학자도 없다. 학위 과정에서 전
국의 시골 대학까지 high impact factor 저널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해 낼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paper machine만 되어 대학원생, 젊은 과학도들이 시간만 채우느라 썩어가고 있다. 교육
도 제대로 안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많은 대학원 학위 과정이다. 전국을 다 뒤져 봐도 30대 젊은 교수
들이 있나 봐라. 연구소도 젊은 연구원들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도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
고 그렇게 해도 연구를 진행한 모든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이나 대우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기초 생
활 수급자처럼 적은 인건비에 열정 페이까지 내면서 정당한 근로 시간이나 환경을 보장 받는 것도 아
니다. 이게 현실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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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of note that above evaluation is based on my own experience in Korea during the time of 198
0's. The research environment in Korea might have been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last 3 deca
des. Nevertheless, I like to point out one of the differences in culture between Korea and USA, wh
ich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brain drain (perhaps more importantly, brain shortage in the fiel
d of science). In here, most scientists like what they are doing. But, the reason (behind satisfaction)
 is not the reward (money), job security, social status or research freedom etc. It is self-satisfaction!.
 It is a social issue, not just limited to the science field per se.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가 가장 시급하고, 합리적인 연구실 조직 문화는 유학이나, 해외 거주 경험이 많아
 지고 있는 요즘 세대가 개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성과 
위주의 보고서 작성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고, 안정적인 연구비나, 선진국 수준의 
대우와 보수는 선진국이 된 다음에 가능한 일이지, 지금 이것이 문제인 상황은 아닙니다. 연구 기반 시
설과 인프라도 한국의 수준이 세계 유수 연구소에 비해 뒤쳐지지 않는다 생각하며, 자녀 교육 및 주거
비 등의 복지 문제는 이공계 두뇌 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니, 국가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공계 두뇌가 활약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느냐의 
문제이며, 국가나 기업이 멀리 내다보고 연구에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 이슈이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
다면, 이공계 두뇌가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같은 수준의 
노력과 두뇌가 필요하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후배들은 자연스럽게 추구할 것이며, 불필요한 경쟁과,
 사회 전체적인 불균형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더불어, 이들이 활약할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박사급 인력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박사 학위
를 취득해도, 대다수의 경우 한국에서 받게 되는 대우는, 졸업 직후 취업한 대졸자들보다 훨씬 못한 것
이 현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받아봐야 보상도 없는데 뭐하러 공부했을까. 차라리 그냥 대학
원 가지 말고 대학 졸업 직후 그냥 취업이나 할걸."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 목소리를 내는 박사급 동료
들의 목소리를 한두번 들어본게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대학원은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도피처
라는 비아냥까지 은연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고급 인력을 위한 일자리가 많고 
대우가 훨씬 좋은 외국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한국인이니 보수와 대우가 나쁘
더라도 일단 한국에 머물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지'라는 애국심을 내세우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닙니
다. 고급 인력의 외국 유출은 제 생각으로는 그다지 놀라운 현상도 아니고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볼 때 
오래 전부터 예정되었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고급 인력들은 단지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보수가 있어야 동기 부여도 되는 법입니
다. 

 1.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비의 부재에서 파
생되는 문제임. 2.외국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포스닥들은 한국으로의 귀국이 최고의 목표인 것으로 보
아 합리적인 연구실 조직문화와 선진국 수준의 대우와 보수는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임. 다만, 계
약직 및 임시직의 경우 1번항목에서와 같이 안정적이 연구비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으로 전환
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연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에 한국
은 연구인력의 절대적 숫자가 적고 그에 따라 연구주제의 pool이 좁기 때문에 정부 연구비 지원을 위
한 심사가능 폭 자체가 좁을 수밖에 없음. 또한, 정부에서 연구비 지원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때문에 연구주제의 다양성을 꾀하기가 힘이 든 구조임. 하지
만, 정부가 과학발전을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씨앗을 뿌리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혹시 모를 가능성을
 위해서 연구의 파급효과보다는 논리적 설득력을 가지고 연구비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기타 항목별로 의견이 많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줄이겠음. 

 현재 대학들은 교수대 학생비율을 높이고자 교수의 수를 늘리고 있으나 전임교원을 늘리는 부담을 줄이
고자, 또한 외국인 교원의 비율을 높이고자 더 우수한 한국인 박사출신 인력을 뽑지 아니하고 질적인 
면에서 훨씬 부족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연구교수를 마구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갓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경력이 부족하지만 외국인 박사라는 이유로 외국인 연구교수로 자리를 쉽게 
잡습니다. 한국, 특히 지방대학에서의 한국인 포스닥들이 전임교원의 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연구교수자리마저 외국인 박사들에게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만년 포스닥을 할경우 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특히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실정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포스닥 연봉으로 살아야
함은 외국으로의 구직을 희망하게 하는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계약직 연구교수로 교
수대 학생비율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깊이있는 교육이 불가능함에도 대학의 부
담을 줄이고자 전임교수를 채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여주기식의 교수와 학생 비율
이 학교의 위상을 나타내는 수치로 사용된다면 이공계 두뇌 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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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두뇌 유출이라는 것이 해외로 포닥을 하는것이라면, 일단 교수임용시 해외경험을 필수로 요구하
는 문화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어 강의 가능여부 때문에 영어가 얼마나 유창한가
를 영어 발표를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경험이 중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는지, 해당 문제를 해결한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역량이 되는 
연구자라면 해외경험이 없더라도, 국내 과학의 리더로 앉혀 주는 것이 해외 두뇌 유출을 막는 첫 걸음
일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연구비 문제 입니다. 연구비 수주 능력이 높은 사람을 대학이 뽑아 간다는 
것에 꼭 문제의식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비 수주 능력이라는 것이 연구 능력과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해당 연구실
을 셋업하고 이끌어나가고 최초의 연구과제를 딸때까지, 빚을 지는 젊은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이부분
이 해외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해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biology 전공자입니다. 대부분 학위 과정동안 교수자리를 꿈꾸게 됩니다. 이
유는 교수 자리가 연구의 독립성을 확보 받을 수 있고, 처우도 다른 직업에 비해 좋은 편이기 때문입
니다. 아무래도 한국보다 미국이 좋은 실적을 내기가 좋기 때문에 미국을 선호합니다. 미국에 나오는 
것도 아무나 나오지는 못 합니다. 한국에서 실적이 더 좋은 분들 혹은 더 능력이 있는 분들께서 나오
게 됩니다. (<-- 굳이 꼽자면 이 것이 이공계 인재 유출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계
신 많은 포스닥분들 중 미국에 계속 머무는 이유는 위에 언급한 실적이란 것을 만들지 못 했을 경우, 
한국에는 들어갈 안정적인(?) 혹은 보수나 처우가 괜찮은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앞서 얘
기 했던 한국에서 더 우수 했던 박사님들께서 어차피 불안정적이고 보수도 별 볼일 없다면 굳이돌어갈
 이유가 없고, 자식 교육 때문에라도 더욱 더 미국에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연구를 수행해
야 하는 이공계 교수자리는 대학에서 비정규직 전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인력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신진 연구자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연구기반(연구비 지원 및 연구실 시설)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비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신진연구들에게 돌아가는 연구비
는 미비한 것 같다. 이미 연구기반이 탄탄히 갖쳐져 있으며 그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바로 기
대할 수 팀들에게 더 많은 연구비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단히 연구에 정진해야되는 신
진연구자들의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 현재 대부분의 포스닥들은 1~2년 계약직으로 계약연장을
 위한 논문 편수 채우기에 급급해 질적인면에서 연구성과가 떨어진다. 이러한 생활의 반복으로는 좋은
 연구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자리와 더불어 본인들의 연구 역량을 펼치기 위
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현 과학자로서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앞서 말한 것과 것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연구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과학기술 지원정책은 유행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분위기로 인해 연구
지속성이 결여 되어 있음. 그로 인해 비정규직 연구원의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를 찾아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임. 계약기간 또한 1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에 전념이 어려움이 
있음. 무엇보다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처우가 매우 불안정하고 불합리함. 연구과제에서 지급되는 인
건비의 경우 연구과제 협약의 지연등으로 인해 짤게는 1개월 길게는 5개월까지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심각하게 해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기
관별 보유 간접비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차단함은 물론, 비정규직 연구원의 고용계약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기초연구분야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원의 비율이 매
우 높은 상황에서 보수를 포함한 처우개선과 고용의 안전성 확보가 없는 한 이공계 두뇌의 해외유출을
 막을 방안은 없을 것임. 또한, 중도에 포기하는 인력도 꾸준히 증가할 것임 

 이공계 두뇌의 해외 진출을 '유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를 막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 자
체가 문제이다. 박병호, 이대호, 오승환은 MLB로 '유출' 되었나? '진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유출은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나가는 경우' 에 사용되고, 좌초된 유조선에서 기름이 새 나가거나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새 나가는 것처럼 '반드시 나가면 안 되는 것' 이 새어나갈때
 사용하는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과학자를 '소모성 자원' 으로 생각
한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훈련된 과학자들이 해외무대에 진출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연구하는 것은 스포츠에서 해외무대에 진출하는 것보다 훨씬 국익에 보탬이 되며, 한국 과학의 저변
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다. 한국 과학자의 세계무대로의 '진출' 은 한국의 생존이 달린 국책
과제로써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을 '두뇌유출' 이라는 표현으로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한국 
과학의 가장 큰 걸림돌일 것이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긴 하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보장할 수 있
는 연구비의 확충과 이에따른 인적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늘 아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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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많은 사항입니다. 기존 R&D 규모에서 보다 획기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파이에서 
이름만 바꾸어달며 새로운 것으로 재포장된느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연구평가를 받
는 상황에서 단기적평가에 치우치고,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행적편의주의적인 연구비관리, 지원 시스템
의 전향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자에 대한 평가도 이에 맞추어 개혁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실태와 비교, 정작 연구자들이 무얼 필요로하고, 어려움을 겪고있는지를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두뇌유출방지와 경쟁력 강화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
니다. 또한 과학자에 대한 처우가 높아질 수록 미래세대의 이공계지원이 점차 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성 과학자들에 비해 여성 과학자는 일의 부담 뿐 아니라 육아, 가정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한
국의 경우 기본적인 근무시간이 주당 40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실험실의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
이 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욱아및 가정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비해 유럽 혹은 북미등 해외 연구실의 경우는 근로시간과 일의 할당량이 적당
히 정해져 있어 개인의 삶의 질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있
기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는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그에 따른 
실력을 먼저 고려해주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취업 제약이 적은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
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여성 과학자로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보내는 시간
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대 교수입니다. 외국에서 박사, 박사후과정을 마치고 현직장으로 왔는데 미국/카나다와 가장 
큰 차이는 박사후과정층이 너무 약합니다. PI가 되기 전에 3-6년 정도 박사후연구원으로 200-300만/월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안정적 연구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합니다. 현재의 국가연구비 만으로
도 재분배를 하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박사학위후 연구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가요? 교수가 되기는 하늘에 별따기고. 실질적으로 가장 연구
를 활발히 잘 할 수 있는 층은 박사후과정입니다. 외국의 능력있는 교수들은 많은 대학원생보다 소수
의 박사후과정 연구원들을 두기를 더 선호합니다. 이들에 대한 장학금(fellowship)도 많고요. 박사학위
까지 받았는데 놀고 있는 경우 주변의 눈치가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박사후과정 후속세대연구비 선정
비율이 20%미만이라서야 원........ 

 임금 및 기타처우가 매우 낮은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대졸 은행원 초임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공계, 특히 식품산업 및 바이오 계통은 박사급이 되어야 4000만원 정도의 초임 연봉을 받습
니 다. 공기업의 사무직과 연구직의 임금차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학
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또한 기업체의 연구 개발 비중은 현저히 낮고 회사의 
운영이 어려울 시 제일 먼저 해직되는 곳이 연구 개발입니다. 이러한 처우에서 원할한 연구가 진행될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처우는 외국을 못따라 가면서 해외유출되는 인력의 애국심 및 인격의 문제로
 몰고 있는 현실은 암울할 따름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무과, 잡과는 문과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았
고 그 결과 과학기술은 서양 어디를 따라 잡을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과 지금의 현실이 유사하게
 흘러가는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비해 국내의 연구 인프라나 시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뇌유출의 가장 큰 핵심은 국내와
 국외 둘 중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 어디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내의 경우 과도한 실적위주의 연
구비 지원으로 인해 실적을 위한 연구만을 하게 되고, 이로인해 선행연구를 많이 진행한 기존 연구자
들이 더 우세할 수밖에 없다. 신진연구자들이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반드시 외국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대주의 적인 풍조 또한 사라져
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연구환경은 이미 외국 못지않게 좋은 상황이며 이제는 인프라 보다는 아
이디어의 차이가 연구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성과 위주의 연구비 운영으로 인해 실패할 확률이
 높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보는 사람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끊는 것이야 말로 국내 과학계가 발전
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1) PBS 제도로 인한 자기 인건비도 채우기 힘든 환경에, 연구비 수주에 급급한 연구환경이 매우 아쉬움.
 연구활동 일과중 50%는 연구비 수주하느라 계획서, 보고서 쓰는데 소비하고 있음. 연구에 제대로 집
중할 수 없음. 당연히 해외로 나가고 싶지 않을까요? 2) 그나마 연구비를 줬으면 내버려두기만 해도 웬
만한 성과는 나올텐데, 단기에 성과 창출하라고 쪼아대면 무슨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살텐데요. 그러니 기회만 되면 해외로 나가고 싶은게 당연지사 아닐까요? 3) 일관성 있는 
꾸준한 연구 지원이 아닌, 인기몰이식으로 연구비 지원(e.g. 이세돌-알파고 대전 후 인공지능분야 연구
비 지원 추진.)으로 연구비 수주 행방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인기분야에서 연
구비를 수주하려 하니, 전문성은 떨어지고 성공율도 낮고... 정말 국내는 연구할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유럽을 포함하는 선진국들의 이공계 대우 및 연구비 수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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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야 합니다. 한국에선 단기실적주의 및 연구비 수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구가 힘들어서 
투잡 쓰리잡을 잡고 있는 박사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고 박사를 딴 저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당연히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좋다고 생활도 보장 안되는데 
연구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에서 이기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연구 분야는 다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필드안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
서 이기라고 얘기하는건 처음부터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안정적인 연구비 수주와 안정적인 처우와 대우
가 없는데 반해서, 외국이 한국보다 연구비 및 처우와 대우가 낫다면 당연히 거기서 연구를 해야 논리
적으로 말이 됩니다. 

 소위 두뇌 유출이라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체류 박사들은 국내 안정적이고 합당한 자리를 구하지 못하
여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남아 있는 경우다. 한국은 인프라나 인력은 선진국과 비슷해 졌으나 아직 안
정적이고 연구 자유가 주어지는 일자리가 태부족이고 있다해도 학력 인맥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들
어가기 쉽지 않다. 한 마디로 피말리는 단기 계약직이 아닌 안정적 정규직이 많으면, 그 많은 박사들이
 해외로 떠 돌아 다닐 이유가 없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단기 성과위주로 경쟁해
야 하면 누가 연구하러 한국 갈 수 있겠나. 정부기관, 대학, 기업 연구기관 모두 단기 계약직 지향하고
 단기 성과 위주 평가와 유행만 ？는 연구비 집행을 시정하지 않으면 박사급 인력들은 여전히 해외에 
남을 것이다. 단지 월급만 해외수준으로 맞추어 준다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돈 문제가 아니라 연
구자의 인생 문제다. 

 Universities in Korea have to stop considering only papers published within 3-4 years. This makes m
any of good postdocs apply for universities in US that consider all of one's papers without any of 
limiting timeline. Adjusting to the timeline policy in Korea, one should have a very nice paper or 
quite good couple of papers in one's postdoc within 2 years, which is not realistic and not helpful
 for pioneering research in one's postdoc.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경재성이나 경쟁력, 독착성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
구자체의 학문적 성찰과 성과가 아닌 과정에 더 중점을 두는 외국의 경우를 참고해야 할 필요성은 분
명 있다고 본다. 결과, 즉 성과에만 중점을 두는 경우에 돈이 되는 연구에만 집중한다면 빠르게 성장은
 할수 있겠지만 멀리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를 한다거나 질좋은 연구를 하는것과는 어려운조건이 든다
고 판단한다. 한국이 그래도 이제는 충분한 양적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선진국에 진입을 했거나 하기
직전의 시점에서는 질적성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지금의 나와같은 현재의 세대가 다
음세대에게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왔던 일이나 연구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장
기적이고 질적으로 무한한 다양한 연구분야에 대한 시작이나 기초를 전해 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1)교수공채시 일차지원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된다고 봅니다. 포항공대가 잘하고 있다
고 봅니다. 솔직히 한국 대부분 교수 공채 공정성을 믿기 힘듭니다. 2 생물학의 경우 학문 자체가 어려
운 편이 아니지요. 테크닉만 좋아도 박사과정 때나 포닥때 좋은 실험실과 타픽을 잘 만나면 비슷한 수
준의 연구원도 열배 정도 논문발표가 차이나는 걸 봤습니다. 다시말하면 미국처럼 인터뷰심사를 강화
하고 정년심사를 강화해 좀 안되는 분들을 ？락시켜야 교수직이 자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돈
도 많고 주립대도 20-30%를 탈락시키기에 자리가 늘 생기고 좋은 분들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지요. 다
시말해 한국은 20-40%정도는 포닥때 반짝하면 다시말해 운만좋으면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교수사회조
직의 혜택을 보고있다고 봅니다. 국가로서도 좋은 일이 아니지요. 

 아직도 대학에 시니어교수들 중에는 권위적이고,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입견이나 차
별없이 합리적이고, 아랫사람이라도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 어느 정
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또다른 문제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 인재의 풀 자
체가 적고 기존 연구인력 중에서도 동기부여가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인재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
려면 연구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 충분한 홍보를 해야하고 기존의 훌륭한 연구자들이 대중
에 많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컬럼, 기사,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의 여러 가지 수
단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연구자와 전문가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고 
그에 합당한 금전적 대우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게는 가장 중요한 건 사회 복지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살고 있고, 정년 트랙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
면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매년 최소 1개월의 휴가도 보장받습니다. 애들 교육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애들 입시 지옥을 겪게 할 일도 없습니다. 또 모아둔 돈도 없지만 주거
 문제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 들어가면 당장 전세 걱정에, 애들 사교육에, 휴가는 
없고 퇴근은 늦고.. 저 개인적인 삶이 너무 힘들어 집니다. 해외에서 정년직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연구 외의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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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는요, 만약 한국의 사회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애들 다 크기 전에는 한국에 들어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책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신규임용을 할때 연구자가 순수히 한국에서 연구한 성과와 논문에 대한 가산
점을 주는 제도가 생긴다면 국내의 연구활성화에 약간의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가령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연구자의 경우 해외에서 계속 박사후과정을 할수도 있지만 국내에 경쟁력있는 연구
실로 들어와서 계속 연구하고 성과를 내었을 경우 이후 국내의 연구 및 교육 기관에 지원했을때 가산
점을 주는 제도가 있다면 해외박사들이 한국의 좋은 연구실로 박사후 과정으로 돌아 오는것을 결정하
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한국에서 석박사 마치고 해외 포스트닥을 한 연
구자의 경우 한국 석박사 고정에서 이루어낸 우수한 연구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취업시에 준다면 국내 
대학원 활성화에 약간의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포스닥에 대한 지원을 더 늘여, 박사급 연구원들이 국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
다. 세계적인 거장들도 포스닥들과의 끊임없는 디스커션을 통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유지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아직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신선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큰
 질문을 던지고 구체적으로 실험을 디자인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험이 바탕된 박사후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이나 국립 대학에서 사람을 채용할 경우 국내에서 박사나 포스닥을 
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국 impact factor 가 결정 요소라면 최대한 일찍
 외국 나가서 연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그곳에서 성공적이었다면 굳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
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성과 좋은 연구실 및 연구단에 연구비 몰아주기는 현재 인기있는 분야에 대한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
하겠지만, 큰 안목으로 볼때 자연과학이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
의 변화와 저변 확대가 없이는 절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저변 확대란 비인기 분야 과학에 대한 
공평한 기회 및 연구비 확대부터 시행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현재 인기 있는 분야 또한 그 근간에는 
아주 오래전의 비인기 분야 과학에서부터 새로운 관점의 아이디어로 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학 또한 초미의 관심 주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넓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넓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에 투자하고 과학자들에게 기회를 주며, 그 데이터 베이스를 넓
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도 Salk Institute (소아마비 백신의 개발자 Salk에 의해서 설립), Morgridge institute (Cisco syste
m의 회장인 John Morgridge가 설립), Ludwig Cancer Research (사업가인 Daniel Keith Ludwig에 의해
서 설립),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사업가인 Howard Hughes에 의해서 설립) 등과 같은 비
영리 연구소(연구시설)나 연구재단(연구펀딩)이 대기업, 개인의 기부와 같은 방식으로 설립된다면 국내 
연구환경 개선, 연구 독립보장성 증가 등으로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인재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소위 말하는 브레인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리는 사람이 자원입니다. 연구개발에 장기적인 집중투자를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합니다. 
아직도 구제역백신은 수입이고 많은 약물과 백신, 생물학적 제제 들이 국산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고부
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산업에 집중투자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 박사급 자원
들이 차고도 넘치는데 연구비는 없고 장기투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고 다들 교수나 안
정적인 직장을 찾아 떠나가버리는 현실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세계적 수준의 백신연구소와 생물학연
구소, 비행기/전투기/로봇공학 등 분야별 국가연구센터를 만들고 분야별로 책임연구원 1천명을 새롭게
 양성하고 자리를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시설도 문제지만 세계적수준의 연구원을 양성하고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국내에서 연구하면 연구의 가치보다 우선시 되는게 너무 많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 중심으로 연구
비를 수주하기 때문에 허울뿐인 연구도 많다 보다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연구를 통한 진짜 성과를 낼수
 있는 체계가 되야한다 해외에서는 연구의 실질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함께
 연구하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포장 뿐이 아닌 진짜 연구를 위해,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도 만족감과 
처우/대우가 다르기때문에 해외로 나가고싶게 한다 또 국내에서 박사 채용시 해외 경력을 최우선시 한
다 그럼 국내에서 자리잡고 싶은 사람도 일단 해외 나갔다 와야만 한다 나가보면 국내보다 처우나 연
구환경이 좋고... 그러니 현 시스템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사회 구조상의
 변화가 일어나야한다 

 많은 사람을 뽑아서 박사학위를 주는 것보다 적은 수를 뽑아도 좋은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박사학위가 교수님과 연구기관들이 싼 이력으로 사용하기위해 수를 늘리고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박사학위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고학력을 많이 만들어도 필요없
거나, 학력에 맞는 직업을 찾을수 없나면 결국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쓰고 쉽게 버리기
 위해 박사학위자들을 늘리는 것은 도움이 않됩니다. 그리고 고급 두뇌라고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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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 되어도 않됩니다. 박사보다 좋은 학사 학위 연구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적은 수의 박사 학위자와 그에 맞는 연구환경, 그리고 학사 석사 학위자들도 만족할 직업을 만드는 것
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박사, 포스트닥, 기업체연구소에 근무하고 지금은 국내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인
(정규직이고 승진도 가능하여 장기계획이 가능한) 일자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이공계 두뇌유출이 많은 
이유는 이공계 인재가 외국에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종, 전공의 사람들도 외국으로 가고 싶지
만 못 가는 거고요. 즉 "이공계" 두뇌유출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이 '능력만 되면 
떠나고 싶은 나라'가 안 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력만 되면 떠나고 
싶은 나라인 큰 이유 중 하나로 자녀교육, 가정생활 등 유무형의 복지 보장을 들 수 있습니다. 연구지
원 및 연구문화, 정부의 역할 등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일단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것은 지난친 단기실적위주와 그에 따른 실적으로만 판단하여 임용하는 일자리 임용제
도의 문제도 두뇌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연구비 중심의 인건비때문에 연구를 하
다가도 소속 연구기관이 연구비의 어려움이 있으면 옮겨야 하는 현상때문에 국내보다는 국외를 선호하
는 경향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단기실적위주는 실적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실
적을 낼 수가 없게되고 그렇게 되면 임용이나 창의적인 경쟁력있는 연구보다는 단기 실적을 낼수 있는
 연구에 매달리게 되고 그에 따른 질적 수준의 하향으로 경쟁력이 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
다. 우수한 인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하는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두뇌유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 수요와 공급 불균형임. 어차피 갈수록 인구는 줄고 교
수나 학교쪽 일자리는 앞으로 더 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면 석
사는 그렇다쳐도 박사급은 국가에서 배출 인원을 제한하던지 해야지 교수들은 자기 실적땜에 사람은 
필요하니 죽기 살기로 박사과정 뽑아 놓고, 학위취득 후 미래가 없는데도 무작정 배출하고 그냥 나 몰
라라 하는 실정임.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함. 결국 박사라는 이미지만 추락해서
 오히려 뒷세대에는 박사하면 굶는다는 분위기만 팽배해지고 기피대상이 되어버림. 어차피 갑자기 없
던 돈과 일자리가 마구 생기는 것도 아니라면 그냥 박사 배출 인원을 국가 차원에서 제한했으면 좋겠
음. 

 가까운 일본의 경우 박사를 졸업하고 해외에 나가는일은 거의 없다.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대부분 원하
는 직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자국내의 교육을 인정하며 채용하기에 자국내 이공계 두뇌유
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채용시 해외파(?)를 우선으로 한다. 그렇기에 박
사를 졸업하고 해외에 나가는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당연히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보다 물질적 환경
적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힘들게 된다. 국내 이공계 두뇌유출을 막으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이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박사졸업
자들이 해외에 다녀오지 않아도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두뇌 유출이라는 개념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부족이 없어서 당연시 한국에서 박사학위후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포닥 자리가 많이 생겨서 나가는것이고 또한 한국의 일자리 선택이 의무적인 상
황으로 외국 포닥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외국에서 포닥후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포닥 위치나 더나가 조교수로서 외국에 머물러 있느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박사학위 배
출이 일자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일자리 잡기가 어렵고 개인적인 생각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대학교보다 대학원 조정이 더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쉽게 학위를 남발하거나 특히 돈이나 인
맥으로 학위를 쉽게 따는 part-time 박사학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현재: 교수, 책임연구원 -- 포닥, 연구원 -- 데힉원생: 연결이 일시적임, 앞으로: 
연구의 지속성을 위하여 -미래: (1) 교수, 책임연구원 -- 포닥, 연구원 -- 대학원생 (임시직) (2) 교수, 책
임연구원 -- 테크니션(연구조교) (정규 또는 장기계약직) -포닥 연구비나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BK21)보
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원생이 학위를 따고 연구원, 포닥이 되었을 때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를 많
이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동기부여되지 않은 학생들이 갈데없어 장학금이나 생
활비 지원받으려고 학위하고 나와서 그럭저럭 포닥하고 연구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음. 

 Recently I see many cases that Singapore and China recruit researchers over the world by offering 
even better startup packages than those in USA, resulting that the excellent groups of researchers 
settle down in their country. Above all, it should be, of course, guaranteed to perform their own i
ndependent researches, not affected by national policy. 

 현재 한국은 너무 트랜디한 학문에 치우쳐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한 단기 실적위주로 일괄적으로 평가
를 하다보니 다양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학재단
이 전문가가 아닌 비전공자인 공무원들에 운영된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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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연구비를 신청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행정서류
를 처리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런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양하고 창
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시급한 것 같고 이런 점들이 개선되다면 이공게 두뇌 유출
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헤묵은 문제라 이야기 하기 어렵지만, 교수님들이 연구비 수주 후 대학원생을 모집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박사 학위자를 양산한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력들이 다
시 해외 포닥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만족할만한 국내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거나 혹은 선발주자들에 
의해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 선발기준은 비합리적으로 높아지고, 또 그에 반해 복지나 처우가 열악한 
일자리가 양산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선발적으로 학생을 뽑고, 또 그 학생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일자리 확보까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공부를 하고난 이후, job을 잡는 것이 후속연구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이부분은 거의 
요즘엔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음. 아마 학령인구저하로 인해 더 어려워지고 특히 박사급은 질 좋은 기
업에 취직하는 것도 이제 쉬운일이 아닌 것이 됨. 두뇌유출유출 걱정하는 것은 국내 일자리가 어느정
도 해결되면 많이 해결될 문제임. 누적된 인력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는 힘들어지는 추세. 물론 일자
리를 준다고 다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고학력자들이 너무 많음. 사회일자리를 생각치 않고 너무많은 
박사급이 넘쳐난다는 점이 문제임. 질 좋은 자리, 지속가능연구가 가능한 풍토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1. 연구독립성, 장기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 도덕성 강화가 기본이 되어야 함 2. 인문과학-자연과
학(이공계)가 국가미래전략의 기본임을 인지하고 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흔들림없는 기초기반연구 추진
 3. 투입예산 대비한 저급단기성과를 강조하는 현재의 기조 변경필요 4. 이공계 두뇌유출이 발생되는 
원인(일자리 없음, 단기성과 요구, 예산사용/중간평가 등 중간과정을 마이크로단위로 세부적으로 관리
하게 되면서 중간단계를 달성하면 최종성과가 가히 중요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음)을 분석하여 해결하
는 방안이 필요함 5. 정부는 계획성 없이 미래전략, 계획을 남발하지 말고 기본을 들여다 봐야 함 

 다양한 분야의 우수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 국적의 연구자를 찾아 안정적 연구직을 제공하는것과 임용과
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학의 글로벌화를 이유로 외국인 우선의 채용이 벌어지
고있는데 세계 어느곳도 자국민을 배제한 외국인 우선 채용을 하는 국가는 없으며 그것도 결과적으로 
채용되는 사람들은 소위 검은 머리의 외국인, 즉 외국여권을 소지한 한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질로 
채용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학문 업적외의 요소들과 폐쇄적 학연 (개별적 인간관계포함) 은
 우수 인재의 국내 진출에 큰 방해가 되고있고 대한민국을 떠나거나 돌아오고 싶지않게 만들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구비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유명한 랩에 연구비가 몰리는 경향이 너무 심합니
다. IBS 같은 규모가 큰 연구과제를 만들기 보다는 조금더 많은 랩에서 연구비를 나눠갈 수 있게 연구
과제를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자리가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과제가 끝나면 월급을 
받을 수 없어 일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과제가 2년짜리인 경우는 출산휴
가도 갈 수 없습니다. 월급을 연구비를 따간 교수님이 주는게 아니라 과제 기간동안 과제에 속한 사람
의 인건비는 연구과제를 내 준 정부에서 준다면 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연구에 투자하는 국가예산 자체를 점차 늘려나가야하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바라보
지않아야하며, fresh doctor들에게 연구비를 과감하게 투자하여 도전적인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야함.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최대한 줄여야하며, 투자된 연구비는 연구책
임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함. 연구비 횡령 등의 부주의한 연구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원 학생들이 연구비를 처리하는 방식을 못하도록 막고, 대신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비를 
관리하는 (제 3자) 비서 등을 고용하여 책임을 나누며 함께 연구비 관리하도록 해야함. 

 국내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연구비 수주가 거의 필수적인데 한국의 연구비 
수주는 대부분 논문이나, 특허등의 실적이 위주가 되어 결국은 받는 사람만 계속 받게되는 결과를 낳
는것 같습니다. 특히 실용화를 기반으로 기업이 참여하여 실제 제품이 나올수 있는 과제일수록 훨씬 
규모가 크다는건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실용화도 
진행되고, 더 많은 분야로의 발전이 있을거라는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해결하
는것이 인재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사학위 받아도 연구원 또는 조교로 일하게 되어도 4대보험 보장되지만 월급여가 150만원 내외임.. 그
리고 박사학위도 200만원에서 너무 다양함.. 학위 수요가 넘치기도 하지만.. 학위 수여자들에 대한 보장
을 나라에서 강하게 법으로 보장해줬으면 좋겠음.. 급여, 복지를 비롯해서 환경이 보장을 해주면 의욕
도 저하되지 않을 것 같음.. 그리고 나라에서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켰으면 함..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연구동향 및 소통의 장을 만들어 연구정보도 주고 받고 타
전공과도 융합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과학기술을 강화할 수 있었으면 함..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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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뇌 유출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부터 조사해야한다. 두뇌가 유출되면 국
가 과학기술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가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정말로 낮아질지 의
문이다. 국내 사정을 두루 고려해 보면 두뇌 유출은 어떻게 봐도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국내 인력
이 외국에서 일하는 덕에 교류가 더 활발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국 경제규모로는 수용할 
수 없는 고급 인력들을 외국 돈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필요하게 돼서 일자리를 늘리거나 인센
티브를 주면 단기간에 새로 배출하지 않아도 금세 확보할 수 있는 버퍼가 될 수도 있다. 

 국내 이공계 두뇌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의 취업기회에 대한 안정성의 부족인 주 원인으로 생각됩
니다. 박사후 연구원의 경우 최소 5~8년동안 학위수행기간이 필요해서 남성의 경우 30대 초중반, 여성
은 20대 후반이 졸업시점입니다. 그러나 실제 박사후 연구원의 국내 연봉에 대한 기준은 구직자와 채
용자간의 시각의 차이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외국의 경우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 및 
지원기간, 연구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실험을 국내에 비해서는 원할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과학계 전반에 걸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대학의 경우 연구에 몰두하기에는 수업 로드가 너무 많음 (한학기에 두과목 이상 가르치라는 것은 
연구를 그만두라는 것과 같은 것임). 교수 수도 지금 보다 2-3배로 늘려야 함. 2. 연구비를 할당하는 정
부의 행정관료들 역시 너무 근시안적인 시야 (e.g. 노벨상)를 가지고 과학 기술계를 바라보는 것이 문
제임. 3. 알파고에서 비롯된 인공지능, 브레인맵과 같이 대중 (혹은 행정관료 몇 사람)의 얄팍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곳에 예산을 집중하기 보다는 수십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초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에 예산을 골고루 투자해야 할 것임. 

 안정적인 일자리와 만족할 만한 처우를 해 준다면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의 경우 많은 이공계 박사들이 해외 경험 후 많은 인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
갑니다. 중국의 연구환경 및 이공계 박사들에 대한 처우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초 연구의 경우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 어려울 뿐더러 경제적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용과학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하므로 안정적인 연구비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국내에 자리가 있어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과 과학은 100년 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과 과학정책이 계속해
서 바뀌지요. 심지어 정권이 바뀌지 않아도 수시로 바뀌지요. 특히 녹색경제, 창조경제 등 말도 안되는
 본인 스스로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럴싸한 포장을 내세워 계속해서 바꾸죠. 그런 곳에서 무슨 
노벨상이 나옵니까. 특히 노벨상을 바라면서 모든 연구계획서(특히 기초과학관련 연구계획서에 조차)에
 언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냐는 계획을 써 넣으라고 하면서 노벨상 타령은 또 왜 합니까. 바꾸지 마
세요... 그리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공계 인력을 충분히 흡수할 만한 국내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국내로 유치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급 모집하는 포닥 비정규직 자리에도 수백대 일의 경쟁률이 보이는데
 기회가 되고 말 되면 다들 외국에 있고 싶어하겠죠. 물론 외국도 생각보다 대우와 보수가 좋진 않았
지만 최소한 자녀 교육이라든가 사회 분위기가 한국보다 낫다보니 외국에 남는 이공계 인력 수가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직 열악한 국내 현실에서 인도나 중국같이 해외로 진출하는 인력
이 많아져야 장기적으로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연구 환경 및 연구 사업 수주에 있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너무 심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의 환경이 연구원을 많이 둘 수 있는 곳은 그만큼 논문 실적이나 연구의 활성화가 잘 되다보니 
다른 과제들을 따 내기도 쉽고 그만큼 과제가 많다보니 예산이 풍족한 반면, 작은 규모의 연구실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몸집이 더 큰 연구 기관에서 큰 과제 수주가 행해지다보니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도 
소규모의 단기간 내에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는 과제 수행만 하느라 시간을 내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는 시간, 체력 등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연구 실적에 관하여 조직의 보직자들이 실무자들의 실적을 모두 보직자들의 실적으로 가로채는 경우가 
없어야 함. 연구가 시작되는 초반에는 관심이 없으나,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놔두다가, 몇년간 연구하
여 좋은 실적이 내오기 시작하면, 보직자들이 자신이 하라고 한 연구인 척, 본인의 실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여, 젊은 연구자로서 실적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나이가 많거나,
 윗사람이라는 점 하나로 젊은 연구자들의 실적을 가로채는 일이 없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두
뇌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봄. 

 국가전략 논리와 시장 논리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된 국가전략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면 그에 근거한 정책을, 효용성 관점에서 적용되는 시장논리가 우선 시 되어야 한
다면 이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나 현 상태는 명확히지 않은 (다소 이도저도 아닌) 
관점에 근거한 정책이 수립되어 혼선과 과도한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전략 상 국
가 과학기술의 중요도 여부를 재정의하고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과제)집행이 장기적 Blue Print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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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전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뇌 유출현상은 결국에 대학원생때의 기간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함. 대학원 생활이 할만하다고 생각하

지 않는데, 어떻게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열정페이 열
정페이 하지만, 가장 심한 곳중 한 곳이 바로 대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박사과정은 학생으로써의
 성격도 있지만, 연구원으로써의 성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으로만 보고, 배우니까
 월급 적게 받아도돼. 배우는 중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는 명목하에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비 집행시 지역, 대학을 고려해서 서울에서 많이 때가고 지방으로 적게 내려오고, 연구가 정치도 아
니고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연구비집행이 술접대로 결정되는 한국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
다. 연구를 하는게 아니라 정치를 하니까요. 연구윤리도없고, 연구비는 더더욱 없고, 단기간에 IF 20-30
씩 내라는 규정은 누굴 위한걸까요? 자리차지하고있는 교수들은 해당되지 않겠죠? 본인들도 하지도 못
하겠지만요. 한국으로 가고싶어도, 기존에 있는 연구비 집행, 연구관행등이 바뀌지 않는한 한국은 연구
분야에 있어서 항상 뒤처진다고봅니다. 

 가족과 떨어져 국외로 박사들이 나가는 이유는 크게 한가지다. 연구환경. 국내는 연구 환경이 열악할 뿐
만 아니라 연구외에 기타 잡무가 많아 내 연구에 투자하는 시간이 손실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 
연구비를 받더라도 성과 위주 평가와 그에따른 연구비 지원 지속여부가 결정되 깊은 연구를 하고싶어
도 1년마다 성과제출을 해야하니 할 수가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깊은 연구가 가능하다. 정말로 인류에
 도움이 되는 연구의 결과는 1년 안에 나올 수가 없다. 제발 성과 위주의 평가만 없어지더라고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 차원에서 이공계 산업 발전에 투자를 하여 여러 벤쳐/시도에 투자를 하여 80-90년대의 IT 발전처
럼 신 산업을 일으켜야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 같네요. 또하나는 오래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의 시선으
로 볼때 문화적인 걸림돌도 있는것 같습니다. 상하 노소를 떠나서 자유로우면서도 서로 선을 지키고 
존경을 해주며 open discussion이 되어야 학문적으로도 발전을 할수있고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이 융합
이 되어 기발한 상품/application을 떠올릴텐데 우리나라는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취약한 것 같네
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 프로젝트를 지향하여, 선진 해외의 연구소 처럼 5년 단위의 자유로운 연구
비 지원을 통해, 5년 이후에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1년 단위
로 성과를 요구하고, 논문의 질보다는 양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에서는 창의적인 연구보다는 당장 실적
으로 만들수 있는 작은 연구에 초점이 맞춰질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5년에 대한 성과에 대해 평가하
여 다음 연구비의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잘 하는 사람에게 연구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문화가 성
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Q5에 나온 모든 예를 다 고려해야 함. 정부 기관의 나눠먹기식 연구비 쪼개기 개선. 탑다운방식의
 대규모 연구비 지원 금지. 자유경쟁구도에서 진행되는 과학문화는 자연스럽게 국가과학경쟁력을 향상
시킴. 특이적인 상황 (예: 신종 감염병과 같은 응급한 국가 재난 등)을 제외하고 국가가 과학을 주도한
다는 것은 시대에 반하는 상황임. 많은 정규직자리를 제공하고(그러면 많은 해외 연구자들이 귀국할 것
임) bottom-up 연구 기획을 늘려서 연구지원을 강화시킨다면 국가과학경쟁력은 살아난다고 생각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bottom-up과 top-down 방식의 연구비 투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실적에 치중을 하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top-down 방식으로
 연구비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개별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가 많이 감소
하였습니다.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선택 및 집중 투자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인지,
 아니면 기초적인 저변의 확대가 없는 모래탑 쌓기는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신진 박사급 연구원들의 처우를 계선하고 연구 환경을 갖추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대부분이 학교나 연구소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연구의 독립성이 없고 단기 성과를 내기
에 급급하여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진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배출이나, 연구비에 크
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연구를 장기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는 우수한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을 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정규직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생명과학전공 Ph.D들이 
연구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월급여 300~400 수준의 비정규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고, 성과나 실적 
역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 외국으로의 이직을 생각하게 하는 큰 원인이다. 그리고 이공계
 분야의 기초 연구에 대한 시각 변화도 필요하다. 임상의들에 대한 supporter 정도로 인식되어 독립적
인 지위를 인정받기 힘든 연구 분위기도 국내에서의 연구 의지를 꺽는 큰 요인이다. 

 -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필요하다. - 연구비 지급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프로포절 내고 심사받고 연구비 지출 항목별로 죄인 취급 당하듯 감사받고... seed money를 먼저 지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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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이에 대한 성과별로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되 연구비 집행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우
리나라는 연구 안하고, 연구 못하고, 연구비 수주 못하는 교수가 가장 청렴결백한 교수다. 연구 잘하고
 열심히하는 교수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문화부터 바뀌어야 된다. 

 국외로 연수를 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 올 수 없는 원인 중 하나가 일자
리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해외까지 가서 다양한 경험과 연구를 한 연구자들이 국내의 좁은 취업문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해외에서 남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규직이라는 안정적
인 자리를 잡기 힘들어 불안한 마음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인재들이 국내에 돌아와서 안정적
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과학자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도 국내 연구 경험만
으로 채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과학자 내에서 국내 연구 경험만으로도 채
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하는 것이 우선 이겠지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대형 연구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기 보다는 풀뿌리 과제(1억/년) 수준의 연구비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
다고 봅니다. 노벨상을 돈으로 받을수 있다면.....이미 받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공계 두뇌유출이란 말은 얼토당토 않다. 언제 유인책 내지는 당근을 주어 본 적이 있는가? 말도 않되
는 경쟁사회에 살아야 하고, 연구비는 노벨상 수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수치스러운 미명아래 운영되어 
대다수의 연구자는 연구비 없는 연구환경에 놓여 있고,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기본 골격 없이 알파
고 한판으로 연구방향의 물줄기가 바뀌는 현실. 창의력 없고 취업 위주의 상아탑이 되어 버린 교육 현
장은 어떨 것이며..정부가 바뀌고, 정책입안자가 탈바꿈해서도 바귈 지.... 

 한국 연구 펀드는 돈을 딱히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경우가 흔합니다 (과도
한 서류작업 및 실적).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구요. 권위적인 문화, 연구원
의 과한 업무 (실험 외 업무 포함.), 좋지 않은 대우 (인건비 및 휴가) 등등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실험을 하는 인프라는 한국도 꽤 잘돼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신의 (특히 돈이 많이 드
는) 기술을 이용하는 실험에는 상당히 뒤쳐지는 느낌입니다. 

 다양한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비 수혜를 최대화 하여, 연구의 자율성 및 연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함.
 제한된 예산으로 이를 위해 아래의 방법을 제시함. - 대형과제의 축소와 다양하고 자율적인 bottom-u
p 연구 주제 확대 필요. - 연구비가 특정 연구실에 쏠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GPF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 사업 등의 폐지 및 축소로 기본 연구 등의 PI를 위한 과제 선정율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구자에
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재고. 

 남성위주의 사회라는 것도 두뇌 유출에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임용에 지원을 해도 여자가 
최종 합격이 되기란 거의 힘들죠. 제가 바라는 것은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별을 떠나서 동등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남자 교수들만 있는 학과 
또는 단과대학에서 여자 교수를 채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졌으나, 그에 마땅한 처우와 대우가 부족하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기업으로 취업
하면, 그에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르겠지만, 현재 신입박사는 대리 3년차, 연봉 평균 4000 ~ 4500만이
다. 이는 석사학위를 먼저 취득하고 나간 후배들보다도 작은 또는 대등한 연봉이다. 대한민국 박사들이
 힘들게 작게는 5년에서 10년동안 학문을 갈고 딱아도, 앞서 졸업한 후배들보다도 못한 대우이니깐, 
당연히 포닥으로 해외를 나갈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다. 

 대우 잘해 주면 나가라고 해도 나갈 사람 없습니다. 공부해도 자리도 없고 그나마 있는 자리 지키려면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데 되지도 않는 시간과 돈 주면서 성과를 내라고 하니 맨날 뻔한 것만 하니 논
문을 위한 논문만 쓰고 나오는 결과물은 하나 쓸 데 없는 것이 대다수 임. 게다가 큰 규모의 연구비 
배정 결정 시에도 의구심이 많은 일들이 자주 발생함. 정치권 뿐 아니라 연구분야도 많이 썩었다고 판
단이 되니 능력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남아 있을 사람이 거의 없음. 

 국내 연구직 일자리에 비해서 너무 많은 박사급 연구원들이 존재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
로 교수직을 예로들면 교수가 되기는 힘들지만 일단 되면 일자리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점점 젊은 
연구자들이 일자리를 얻기위해선 많은 연구업적이 필요하고 점점더 정규직 일자리에 들어가는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구자들에게 연구를 할 수 있는 펀딩의 기회를 늘리고 기존 연구자
들도 연구를 하지 못하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과제 보고서, 지나치게 많은 수업, 회의 등을 줄여서 연구 자체에 시간을 투자 할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 - 내부 경쟁을 줄이고 국제 수준에서 경쟁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 -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원
생, 포닥에게도 적정한 보수와 복지를 지원해 사기 진작. - 대학원생, 포닥 장학금 수를 대폭 증가하여
 일본 미국 캐나다 수준에 맞춤. 한국의 포닥, 박사 학생 장학금은 현재 창피할 수준으로 낮음. IBS 몇
개만 없애면 수백명의 포닥, 박사 학생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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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화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시스템을 지양하고, 기초과학 연구비/일자리를 항상 일정 정도 이상 보
장되고, 박사후연수 및 연구연가 장려/활성화로 지속적인 개인 연구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였으면 함 - 기재부 지시(?)로 미래부 산하 출연연에서 박사후연수원 인력을 줄이고자 하는 일련의 움
직임은 대단히 근시안적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박사학위 후 국내 정착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악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정반대 방향의 시도 

 1) Bottom-up 방식으로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연구 정책 2) 기초연구 과제 심사/평가
 상목에서 실용화 가능성 및 시장성을 전면 배제 3) 연구 실패/지연에도 관대하고, 중간평가 역시 크게
 간소화 하며, 10~20년 단위의 장기 연구과제를 지원해주는 연구비 지원 시스템 도입 및 확대 = 미국
의 NSF 연구재단 벤치마킹 4) 정부주도 과제의 경우, 과제 책임자들 및 심사위원들을 공무원들이 아닌
 이공계 전문가들로만 100% 구성할것 

 박사급 인력에 대한 정규직 일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대학 교수직도 점차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출연연이나 기업에서도 고급인력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잇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
니다. 우선 정부와 출연연부터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고 국가수준에 걸맞는 대우와 연구의 독립성
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책과제의 연구비 지원기간과 평가가 지나치게 단기위주로 행해지고 있어 대학
연구실의 포닥/연구교수의 연구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것이 중요할거 같다. 일자리의 안정성은 연구자의 성과에 의해 나
중에 결정되더라도, 일단 국내 복귀를 고려하다가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대학교수나 연구원의 연구책임자급의 자리가 아니더라더,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수 있는 연구교수나 연구원 형태의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을거 같다. 현재 한국에서 연구 교
수나 연구원의 대우는 연구 책임자에 비해 너무 열악한것 같다. 

 이미 자리를 잡으신 중견 과학자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젊은 신진 과학자들에게 과감
한 투자 확대가 절실합니다. 신진 교수진들에게 안정적인 연구비를 제공하고 최신의 연구기반 인프라
를 스스로 구축하도록 지원하면 해외 인재 유출은 상당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신진
 교수들에게 지원하는 정착지원금 규모 이상의 투자가 정부 주도로 신진 과학자들에게 제공된다면, 해
외에 우수 인력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기초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와 왜 기초과학이 중요한지에 대한 의식 변화 필요, 그러기 위해선 
현장에 일하고 있는 과학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포함) 들의 목소리가 과학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함 2. 하이 리스크 (High Risk) 연구에 대해 실패하더라도 계속 연구할 수 있는 토대 마련, 3. 한 분야
에 꾸준히 오래 연구 할수 있는 연구자 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단기적 성과만을 재촉하는 연구비 
지원 방식 변화 필요. 

 모든 문제는 연구직의 처우 문제로 귀결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IT산업은 50년전 투자의 산물이다. 50년
전 과학자들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처우를 생각하면 해답은 금방나온다. 앞으로의 50년은 BT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집중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뇌연구는 20년전 일본이 이미 프런티어사업
으로 집중투자를 시작해서 따라잡기가 거의 어렵고, 경쟁력도 없다. 최근의 집중투자계획은 도대체 이
해가 안돼는 결정이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부족 - 연구비 관리가 현실성이 없음 예를 들어 많은 경우 연구비에서 컴퓨터,
 필요한 기자재를 사는게 허용안되는 경우가 많음, 연구관리 시스템이 경직되어 연구책임자가 사비를 
써서 연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또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사기 위해 연구비유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문제가 되어 연구자가 다치는 경우가 생김.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다칠 
확률이 증가.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랄 문제임 

 국가가 두뇌 유출을 조장한다는 느낌이 많음. 연구자들의 실적이 담당 공무원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형
태가 되면서, 공무원이 연구의 방향을 결정해 버리는 어이없는 현실이 되었다. 연구자가 연구 정책 방
향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연구와 교육에 힘쓸 시간을 과도한 행정처리로 시간낭
비하게 만든다. 행정을 최소화하고,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과도한 보고 체계를 줄여야 한다. 보고서
 만드느라, 연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보다 열악하다고 생각했던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내수준보다 높다는것을 많이 느끼고 있
습니다. 연구기반이며 연구비 보장, 등록금 및 포닥 연구비 지원, 연구논문 수준향상 등은 국내 연구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막스플랑크와 같은 연구소가 없기 때
문에 독립적 연구를 위해서는 대학을 바라봅니다만, 현재 대학 수를 줄이면서 교수직 자리는 더 줄어
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연구보장이 필요합니다. 

 숲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는 법인데 한국의 과학 교육 그리고 연구 현실은 마치 사막에서 야자수만 길러
래려고만 한다. 곧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연구비 책정에 peer review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연구내용에 기반한 공정한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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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하며 또한 노벨상을 바라며 소수 몇 실험실에 연구비를 몰아 주는 어이없는 짓거
리들은 조속히 멈추어야 할 것이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 선진 기술과 해외 경험을 하는 것으로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세게적으
로 연구되고 있는 트랜드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있는 국내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늘어나는 박사인력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우수한 인력이 배정되도록 해야한다. 

 응용 분야와 적용 가능성/사업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현 연구비 지원 시스템 하에서는 체계적인 기초
 과학의 발전이 힘들뿐만 아니라 연구의 지속성 또한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권이 바뀌
거나 연구비 총괄 부서의 장이 바뀌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되는 연구비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소위 인기가 많은 연구 분야 트렌드만 ？고 그런 연구를 하지 않으면 연구비 확충이 
어려운 한국의 현실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신의 생명과학 연구는 여러 리소스센터(분자 이미지, 지놈 시퀀싱, 단백질 분석 등)를 중심으로 연구자
의 독립적인 가설을 빠르게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에서도 연구자가
 실험 방법에 제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 혹은 기업적인 차원에서 최신의 연구 리소스센터들을 
세우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연구자가 원하는 실험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IBS 해체. 소수의 과학자들에게 너무 과도한 연구비를 몰아줘서 엄청난 연구비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
고 있음. IBS 사업단을 줄이거나, 사업단별 연구비 규모를 줄이고 NRL이나 중견과학자 연구비를 대폭 
늘리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믿음. 이것은 마치 70-80년대 소수 대기업에 몰빵하는 방식으
로 양적 성장을 꾀하는 것과 같음.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벤쳐 스타트업의 창업을 장려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먼저 안정적인 연구비와 안정적인 position이 국내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공계 박사들이 외국
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까지도 국내에서 박사 후, 외국 경험이 없으면 postion을 잡기가
 너무 힘들고, 지급되는 pay도 이과는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의 문제
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을 잘 뽑고 그들의 연구를 제대로 지원하는데 대학과 학
계, 나아가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그에 반해 중견-노년층 연구
자들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고, 젊은 과학자는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만 요구받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됩
니다. 강의 부담-연구시설미비-연구비부족-연구 문화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 젊은 '한국' 과학자들에게
도 매력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독립된 연구자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기 전까지 연구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충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이 걸립니다. 특히 ？？은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연구외적인 일들이 가중되어 제대로 된 연구를 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을 
대부분 지도교수님이 책임져야 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대학원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
도 및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박사받고 아주 뛰어나면 교수도되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만년포닥이 되는경우가 많다. 포닥
은 최소 30세 이상인데 불구 연봉은 3000만원부터 4200만원정도선까지 랩에서 프로젝트를 단독진행한
다고 해도 연구원의 연봉은 크게 상향되지 않는다. 결혼을해서 아이까지 생기면 형편은 더 어려워진다.
 현실적으로 맞지않는다. 포닥 연구원의 인건비 책정항목을 연구비 책정에 별도로 하고 4대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정규직화 해야한다 

 오랜 노력과 시간을 들려서 겨우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계약직이다. 본인의 삶
이 영위가 안되는데 누가 국내에 있으려하나? 취업을 해서도 성과에 시달리고 연구비에 시달린다. 생
존하기가 너무 힘들다. 국가 연구 기관에서의 박사급들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그외의 부정부패도 너무 심하다. 연구 현장과 공무원들간의 괴리감도 너무 심하다. 누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겠는가? 

 정규직 일자리는 많지 않은데 반해 과학계 고등교육 이수자(박사학위 소지자)는 너무 많음. 일자리 창출
과 더불어 대학원 박사과정 인원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음. 이？품？되면 오히려 박사학위 소지자의 
quality는 증가 할 것으로 보임. 대학원에 부족한 인원은 잘 숙련된 technician 으로 충당하되 이들도 
안정적인 정직원의 지위를 보장해야함. 독일 대학의 technician 제도와 양성과정을 참고하기 바람. 

 한국내에서 연구를 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포닥들의 처우 개선이 있으면 한국서 자리를 잡지 않
을 까 생각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한국서 포닥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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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서 자리를 찾을 수도 없고 해서 미국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옮기셨더군요. 그리고 여러 그룹들이 같
이 연구하면서 junior group을 같이 끼워서 독립된 연구자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분위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비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특히나 최근에는 개별 연구과제 보다는 그룹과제 형식의 연구비
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거주후 처음 연구를 시작하는 조교수 입장에서는 이런 그룹
과제에 처음부터 참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해외거주하는 많은 이공계 두뇌들이 한국으로 돌
아가서 잘 적응하려면 일단 적은 규모의 연구비라도 개별과제들을 따서 독립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확립되었으면 합니다 

 해외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마친 후 좋은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에 나이제한(규정
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음)을 받게되고, 해외에서의 경력에는 맞는 직책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은퇴 
후의 상황을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은퇴 후의 환경에서 미국과 비
교했을때 많이 열악한 조건이 많습니다. 또한 단기 프로젝트에 의한 고용연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작용
한다고 생각됩니다. 

 10여년 가까이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뇌유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과학 연구 전업으로 삼고 도전하라는 말을 후배, 다음 세대에게
 자신있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날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를 바라보는 국가의 관심과 비
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느낄 뿐이고, 그런 인식하에 나오는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입니
다. 

 실력에 따른 등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듯 보입니다. 분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정자를 정해놓는 
등.. 투명한 등용 절차와 합리적은 대우가 많은 해외 두뇌들을 국내로 불러 들일수 있을 것 같고, 국가
 연구소의 경우, 유행에 즉각 즉각 따르지 않는 꾸준한 기초과학연구에 투자를 해야하며, 쓸데없는 보
고서 작성도 연구 활동을 방해하니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구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사무원 조차도 적어도 이공계 출신이다.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된 공무원들은 연구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매우 부족하고, 연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등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극히 
제한된 연구비를 이용하여 다음 연구비를 선정을 위한 공무원 눈높이맞춤 보고서 제출이 목표인 곳에
서 어떤 경쟁력이 강화가 되겠는가? 한글 파일의 숫자만 눈에 들어오는 공무원부터 바꿔야 할 듯. 

 이공계 두뇌 유출의 단기적 이유를 살펴보면 국내 정출연 또는 대학교수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연구
 경력이 요구됨. 국내 박사의 경우도 대부분 졸업후 2-3년은 해외 포닥/연구질을 고려하기 마련임. 그
리고 박사 후 5년이내 연구자의 경우는 연구비를 수주하기에는 과제가 부족하며, 따라서 연구비를 가
지고 계시는 교수님 또는 책임급 연구원에게 종속되어 있어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어려움. 

 교수들의 갑질이 너무 심하고 돈을 너무 많이 횡령한다. 제발 교수들이 비리를 저질렀을때에 솜방망이 
처치를 하지말고 연좌제 식으로 대학교 연구비 삭감과 대학에 불이익을 줌으로서 대학스스로 그 교수
들을 경질 하도록 하길 바란다. 대학원 연구원들은 아직도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다. 받은 돈을 연구
실 계좌로 다시 이체하니 받고 돈을 토해내야 하는 구조이다. 언제쯤 고쳐질 예정인가. 

 연구는 input이 들어가면 바로 output이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특정 연구의 경우는 로테이션이 빨라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 분야는 매우 소수이며, 대부분은 결과가 나오는데 매우 느리다. 
때문에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급해서 결과를 독촉하는 것은 매우 웃긴 일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준 낮은 연구만이 반복되는 것은 당연하다. 

 매우 제한적인 일자리 창출 (정출연 또는 대학들). 박사출신의 고용을 꺼리는 기업들. 죄다 비정규직으로
 돌려 연구자로서의 의욕과 자부심 상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연구비가 확대 되어 연구하기 좋은 나라
의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왜 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나가려고 할까요? 저 위에서도 답은 알고 
있는데 왜 못 바꾸는지를 생각해 볼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의견 남깁니다. 

 국내 이공계 인력의 경우  수퍼바이저와 연구비의 노예가 되어 가는게 현실. 국내에서 진정한 알앤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전문성을 배워 갈 수 있다면.. 외국으로 가는 것을 두뇌 유출이라고 이야기 하면 
안된다. 국내의 상황을 생각하면 오히려 적극 도와 줘야. 단지 그들도 외국에서 실험실에서 논문만 쓰
는 것 보다 바이오 벤처 같은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 

 무능한 정규직이 유능한 임시직에게 간 쓸개를 모두 내놓으라하고... 결국은 나가 죽으라고 말하더라... 
가는곳마다 그러한 정서가 팽배해있었다. 그런 처우를 받고 연구를 해서 그들 배를 채워주느니... 나의 
좋은 기술과 생각을 접고... 직업을 바꿨다... 과외로... 그런꼴 안당하니 혈압이 내려가고 몸이 건강해지
고 좀 더 살고싶은 마음이 생겼다... 감사... 

 Q5에 언급되어 있듯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안정적인 연구비를 가지고 독립적인 ( 국가 정책에 휘둘려
 시간에 쫓기듯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닌)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
함. 또한 연구 기반 시설과 인프라의 확충도 시급하다고 생각함 (중국의 발전을 생각하면 연구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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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과 인프라의 확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함)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개인의 우수한 두뇌, 뛰어난 손재주, 부지런함, 열심과 노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 우수함을 뒷받침할수 있는 연구 기반 시설과 연구 인프라가 함꼐 조성되어있지 않은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동작업할수 있는 실질적인 네트웍이 지속적
으로 제공되어진다면 조금더 향상된 효과를 낼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을 위한 연구비수주를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행따라 
정해져 있는 연구비를 쪼개서 급하게 수주 하는 것이야 말로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일인것 같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위해서는 안정되게 꾸준히 충분히 연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비지
원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연구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수 있는 정상적인 임금과 안전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으로 대부
분의 연구가 진행되며 노조가 없어 일하는 환경을 개선할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연구가 창의
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이미 기반이 확립된 연구자가 아닌 신진들은 창의적인 연구보다
는 실적위주, 이미 자리잡은 연구자들과 손을 잡아야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출이 문제라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국가 지도층에서 별로 체감하지 못하시는듯 합니다. 일시적인 연
구비 좀 더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기 플랜으로 바꿔나가야하는데, 별다른 계획도 
없으신듯 합니다. 또한 단기 계획도 없는 것 같구요. 성과만 나오길 바라고, 그걸 정부의 홍보용으로 
써먹고 싶어 안달나 있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과제의 수를 조금 줄이면 많은 개인과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형과제를 좇아 다니다 보면 내가 
불필요한 회의도 많아지고, 갈등의 소지도 있을 뿐만아니라, 본인의 개인연구비 부족한 경우 연구의 방
향까지도 대형과제에 맞추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형과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형과제수를 약간
 줄여서 개인과제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1) 원하는 직장에 (대학이나 국가 연구
소 등)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 (2) 다른 직장에서는 그간 연구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
으며, 따라서 대우 수준이 낮을 것으로 생각됨, (3) 한국 사회의 조직 문화나 교육 전반에 있어서 선진
국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됨. 

 국내에서 일하는 것이 외국에서 일하는 것 만큼의 장점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자리도 적
을 뿐더러 보수도 매우 적고, 불평등한 상하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실제 많은 교수님들이 부당한 대우
를 하고 계시죠),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연구실 문화, 적은 연구비,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에 대
한 대우. 그 모든 것들이 현 문제의 원인입니다. 

 솔직히 외국에서 좋은 조건으로 포지션 제의가 온다면 나가지 않을 연구원이 없을듯 합니다. 물론 자녀
의 교육이나 부모님의 만류같은 개인적인 사유가 생길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발전이나 연구안정성을 
생각한다면 해외를 생각하는 연구원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꾸준하게 연구하고, 성과를 내면 안정적인
 포지셔닝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듯 합니다. 

 연구비를 집행하는 그룹이 전문연구분야에 문외한인 행정공무원(기재부, 미래부 등)이므로, 실제 연구 현
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연구비 집행이 비효율적이며, 연구비(특히 대형연구과제)의 수주의 잣대가 
연구역량이 아닌 다른 팩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문제점임. 또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 
확립 및 행정업무 최소화가 이루어져야 함. 

 고급일자리 창출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국내 많은 연로하신 교수님들은 이미 국제수준의 새로운 연구
를 하기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활력과 성장점을 창출할 수 있는 젊은 과학자들은 현재 미국과 
같은 외국에서 일류의 기술과 지식을 타국의 발전에 렴가로 바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규직제도를 페
지하고 무한경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연구비가 너무 없다. 그리고 연구비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장기적인 안목의 연구비 보다는 불과 3
~5년 내에 최고의 결과를 내야만 하는 연구비가 대다수이다. 연구 기발 시설과 인프라가 일부 지역과 
일부 학교 및 연구 시설에만 분포하고 있다. 박사를 졸업하고 안정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
소나 연구기관 및 대학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공계두뇌유출이란 단어자체가 잘 안맞음.많은 연구자들이 귀국하고싶어하지만 1만명씩 박사가 나오는
 요즘 정상적인 정규직자리기회를 가지는분들은 정말 적다고 느껴집니다.왜 두뇌가 유출될 수 밖에 없
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비정규직 일자리의 창출은 미래가 없습니다.제대로된연구가 될 
리 없습니다. 박사따고 월200(세전). 참담합니다. 

 기초과학의 경우, 정부 지원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미래 과학자들이 비젼을
 가지고 career에 도전 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단기적 성과 위주나, 이벤트성 정책의 변동, 정
권이 바뀌면서 생기는 중점과제 변동성등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나, 신진 과학자들에게
는 많은 어려움을 주리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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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설문지에 나와 있듯이 연구비 확보 어려움과 단기적 성과 위주의 평가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한 일
자리와 보직이 가장 문제점인 것 같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 나왔듯이 근무나 연구에 사용되는 시간
이 지나치게 많거나 오래/늦게까지 일하기를 원하는 분위기도 한 몫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와 가정의 
시간적 공간적 분리와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해, 유행하는 기술에만 투자하기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연구자들이 기본적
인 연구를 수행할 정도의 연구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로서
는 이름나는 프로젝트를 광고할 수 없더라도, 국가의 장기적인 저력은 다양한 연구와 이를 자체적으로
 융합하는 연구생태계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박사를 취득하고 포스탁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환경, 그러하기에
 언제 잘릴지 모르는 환경에서 일하고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연구비, 시설.. 국내환경이 외국못지 않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박사를 마친 사람이 국책기관에 취업을 할려면 국어 국사 이런 시험을 거쳐야 채
용이 된다는 현실... 그냥 떠나버리죠. 

 국내 한정된 일자리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연구시설/인프라 때문에 이공계 두뇌 유출이 일어나는 현
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며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국내에 안정적인 일
자리가 늘어나고 연구시설 및 인프라가 보다 확충된다면 반대 현상(외국 이공계 두뇌 유입까지)이 일
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비 관리의 기본이 잘 지켜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료비, 인건비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대학원생 생활의 시작과 함께 겪어야 하는 월급 부족, 연구실 내 부조리 등으로 인한 염증이 가
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Post doc.을 해야만 섞일수 있는 문화, 즉 선택적인 인력 
고용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6개월을 미국 학교에서 연구를 했을 뿐인데 그 기억이 매우 좋게 남아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서 연구를 하는 게 너무 좋았고 충분한 휴식과 집중 덕분에 한국에서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너무나 타이트하고 심하게 정해져있는 랩타임, 교수님과의 관계들이 너무 사람
을 궁지로 몰아놓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1. 안정적인 연구환경 필요: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환경,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비 확보, 자유 응모 
과제 확대 2. 지나친 정부규제 완화: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 해소, 계획서 및 보고서 등 서류 간소화, 잦
은 평가 지향, 단기성과 요구 축소 3. 연구자 사기 진작: PBS 시스템 폐지, 출연연 정년 환원 및 공공
기관 지정 해지 

 국내의 연구원의 급여 조건과 사회 보장망이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국가 연구비의 석사, 박사의 급여
 range를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연구비 기준으로 급여가 지불되고 있으
므로 처우는 그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9시간 이상의 근무와 쉬는날 일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적
절한 보상은 없는 실정입니다. 

 1. 연구자 일자리 창출 필요 2. 합리적인 연구실 조직 문화 확대 3. 단기적이고 정량적 평가 기준의 변
화 필요 4. 연구자에 대한 대우, 처우 및 평판도 개선 5. 연구다양성 필요: 다시 말하면, 극소수의 연구
자에게 너무 과한 연구비 지급을 지양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반을 다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해 보임. 

 신약개발을 내부적으로 접은 상태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이 바이오라고 선전하는것은 너무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바이오전공자는 취직할 곳이 너무 없습니다. 몇개안되는 대학과 연구소빼면 제대로
 연구하는 기업이 없다시피 하니, 카피약만들거나 시밀러나 하는 기업에는 R&D연구인력이 갈곳이 없
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도 힘듭니다.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방법 마련. 석박사학생들의 충분한 인건비 
보장을 위한 연구비 증액. 유행에 편승하는 대형과제 없애기. 장기적인 연구지원. 정부출연연구소 기본
연구비 보장+대학과의 연구비 경쟁 없애기 연구중심/교육중심 대학은 구분 (모든 이공계 교수들이 연
구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불필요함) 

 모든것은 합리성 부족이 문제인듯. 학연, 지연 등의 원칙을 배제하고, 연구비, 일자리 등을 합리적으로 
능력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연구비 심사 수준이 너무 낮음. 가급적이면 대형과제 PI들이 
의무적으로 심사를 하고,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한채로 심사할수 있게 해야 함. 심사자들의 이름을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음. 

 국내 이공계 두뇌 유출은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번쯤은 큰물에서 최신연구를 접하고 와야지!'
라는, 연구원끼리 해외 연구 경험이 암암리에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더불어 해외 연구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더 장려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연구원 및 교수직 채용 조건이 해외 박사 및 포닥 출신 연구원을 우선 채용하는 경향이 매우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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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해외로의 두뇌 유출이 의례적으로 당연시 되고 있는것 같음. 마치 해외 다녀온 사람은 다녀 오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고정관념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해외행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듯함. 

 연구비 심사와 교수채용에 관련하여 연구 업적을 평가할때 논문의 편수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보다는 
보다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정책이 변화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연구 기관에
서 비정규직 연구원 채용을 줄이고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공급된다면, 지원의사를 가진 해외 체류 인
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Q5 질문에서 연구의 독립성 보장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장기적으로 지원해주는 연구비와 연구의 독
립성이 보장되야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인 뿐 아니라 박사 졸업 후 연구를 계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있고 연구 외 신경써야되는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복지보장이 더 우선이 되는것
도 무시못하는 부분이다. 

 IBS와 같은 대형 연구사업보다는 개인연구 지원 위주로 연구비 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개인연구자들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
히 깊이 있는 장기적 연구를 위해서 미국과 같이 같은 주제로 renewal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야 할 것입니다. 

 인력유출의 원인은 안정적인 삶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임. 안정적인 삶을 살기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것을 요구받는 삶을 살아야하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게 아닐까 생각함. 대한민국은 아직 한참 멀었음. 우리나라는 개선될 수 있는 시
스템 자체가 없음. 

 이공계 유출은 교수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단기내 실적을 내어 연구비 쟁취하는곳에 있고, 직장생활을
 하는 연구직들은 박봉과 야근 열악한 연구시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자리가 난다면 외국에 가
서 가족과함께 살고싶네요. 내자식은 과학을 안시킬꺼라는 말이 연구자들입에서 나올만큼 연구직이 열
악하단 말 아닐까요? 

 1.졸업하는 학생에 비해 너무나 적은 일자리 2.그나만 있는 일자리도 너무 적은 보수 3.열심히 연구를 
하더라도 국력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연구결과 (예, 우리가 인도 혹은 중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못
믿는 것과 동일, 여기서 함정은 이들 국가연구력이 우리보다 앞선다는것) 결론적으로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함. 

 박사후 과정을 마친후 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있는 senior researcher에 대
한 인식 개선과 현실적인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뿐인 계약직 연구교수가 아니라 
경력에 합당한 연봉, 안정적인 일자리, 독립적으로 지원가능한 연구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
다. 

 바이오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교수의 입장에서 정규직 학계 교수직을 얻기에는 너무 힘듬. 교수 TO를 
늘릴수 없다면 연구교수는 정규직화하고 국가 연구비 지원을 할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직위와 
상관없이 연구비 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비 정규직의 경우 연구비수주를 위한 신청조건이 
너무 까다로움. 

 GNP 대비 연구비 투자(양)는 세계에서 높다고 하나, 연구비 활용(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정부와 학계
 모두 필요하다. 정부쪽은 행정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를 위해 supporting을 해야하고, 학계도
 관행도 없애고 한국 특유의 조직문화와 인맥 중심주의, 성과독점주의를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박사후 연구원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안정적인 일자리일 것이다. 국가 연구소는 말할 것도 없
이 대다수의 국내 연구소의 박사학위 소지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으며, 제품화가 가능한 
연구과제에만 몰두하는 단기적 실적만을 강조하는 연구환경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은 머나먼 이
야기일 것이다. 

 점점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아지고 있는 이 때에 정책을 세우지는 않고, 그저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는건 옳지 않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연구환경이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것이다. 또한 이미
 기득권자인 한국교수들은 열심히 하지 않은 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
한다. 

 늘어나는 박사이상의 학위자에 대한 국내의 연구시설과 이에 대한 대우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포닥과 연구교수가 얼마만큼의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도 기관보다는 개인 연
구자의 연구비에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이 매우 짧고 그로인해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것 같
습니다. 

 이공계 두뇌 유출을 막고 지속적인 인재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연구직의 정규직 비율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현재와 같이 PI급에게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안
정적인 포지션을 연구 직종에서 제공한다면 일선 연구자들로 부터 환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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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됨. 
 특정 분야의 집중이 아닌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 정책 필요. 단기 성과및 보여주기식의 정

책 보다는 장기적 관점 (5년 이상...)에서의 정책 수립 필요. 이러기 위해 국가 과학 정책 결정 시, 현장
에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 및 연령대의 연구자의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함. 

 해외 학위를 마치거나, 해외에서 post-doctor를 마친 사람들도 가장 최선으로 생각하는 진로는 국내 취
업입니다. 그러나 안정되고, 선진국 대비 유사한 급여 및 처우를 해주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면 유능한 두뇌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학부 졸업생, 석새 졸업생, 박사 졸업생 등 신규로 배출되는 이공계 인력에게 질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평등한 연구환경 - 연구비, 연구문화 포
함 - 을 만들어 준다면, 굳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려는 이공계 인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연구기술 개발에 큰 방향을 설정할때, 시대적 흐름 보다는 중앙정부의 자금 흐름에 맞춰 계획하는 학계
 및 공무원 조직의 비합리적 연구풍토를 타파해 나아가야 함. 특히 대학 교수님들의 이해타산적인 짜
맞추기식 연구기획 태도는 그 성패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따져서 국가 연구비 낭비의 재발을 막아야 
함. 

 과학자에대한 처우개선과, 높은 임금 보장,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없이 두뇌 유출에 대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것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 하려는 아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네요. 

 - 비정규직 계약직이라도 충분한 보수 및 처우개선 - 보수는 하한선을 명확히 법규로 규정(미국 등 선
진국 사례준용) -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비는 인건비 사용 재량권 강화 및 법규 준수여부 감독/감사 철
저 필요 - 연구비 등 균등한 기회제공(전임/비전임교수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체제 필요) 

 본인은 생명과학분야 종사자이며, 미국에서 6년간 포스닥 경험을 하였음. 이때 대다수의 한국인 포스닥
은 국내로 돌아와 취업을 원하였으나, 일자리가 많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연구자들을 많이
 보았음. 따라서, 국내에 좋은 일자리 수가 많으면 두뇌유출은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으로 판단됨. 

 국내 연구 기반 시설과 인프라는 선진국 대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함. 비정규직 포스닥, 연구교수 포지
션의 정규직화와 선진국 수준의 대우와 보수 및 복지(주5일, 출퇴근시간, 휴가, 자녀 교육, 주거비등)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안정적인 연구빙 보장 및 연구의 독십성을 보장해야함. 

 천재가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너무 제약이 많고, 연구를 하려해도 잡일 때문에 집중을 못합니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학에 있는 사람도 연구하기 싫어 도
망가도 싶습니다. 국가에서 이공계 두뇌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도와주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연구시설 면에서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다는 연
구자의 불안정적인 직위 문제 (거의 계약직)나 소수의 교수와 국책연구소 연구원을 제외한 포닥이나 
연구교수의 처우문제 (일단 국내 포닥이나 연구교수의 연봉을 보십시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뇌 유출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음. 귀국하고 자 하는 많은 우수 인력이 있으나 이들을 소화할 수 없
는 국내 현실이 가장 큰 문제임. 국가 연구기관이 확대된다면 국외에 거주하는 우수 인재들을 국가기
관에 흡수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가 연구력, 기술력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됨. 

 연구실 조직 문화 이외에도 연구소나 대학의 조직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에서는 연구 이외의 행적업무나 허드렛일들이 많아서 연구에 지장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테크니
션도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의 확충과 행정업무 인력의 확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Recruit scientists based on innovative ideas and the relevant record of good publications, not based
 on the school tiers and the non-productive social networking. 

 Sorry for English keyboard. My opinion is a bit negative but it seems like that Korean government i
s continuously trying to improve the situation of scientists. 

 국내 교구진의 재임용 유동성이 있어야하고 (철밥통 지양), 단기 실적이 아닌 창의적이며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외국에서 연구교수직이 있는 사람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공무원들에 휘둘리는 과학정책과 연구비 지원 낭비도 개선되어야.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적절한 보수의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사를 졸업
하고나면 30세가 넘는것이 일반적인데 연봉 3,4천으로는 생활자체가 안정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
책연구기관부터 혁신적으로 변신을 하지않는다면 인력유출에 대한 정책으로는 기대할 바 없다. 

 3년차 연구교수로 일을하다가 결국 해외로 나가게 됐습니다. 국내 포닥 및 연구교수에 대한 처우 및 여
건이 너무 부실합니다. 박사과정동안은 공부하는것 때문에 참아야 하는데 졸업 후에 처우는 연봉 2400
으로 왠만한 연구원보다 낮았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결국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과학계를 선호하지 않고, 대학교, 대학원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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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 단기 실적주의와 조직 문화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 학문계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이공계 전공으
로 안정적인 집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두뇌 유출이 적어질것 같습니다. 

 윗사람 눈치봐야 하고, 창의성을 죽이며, 어떻게든 남을 누르려고 하며, 남의 성과를 무시하고, 정치적 
인간적 관계나 조직의 입장이 우선되는 현실에서 남보다 튀는 사람이나, 인재가 남아있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시스템의 혁신, 공정한 성과 관리를 통한 승진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합니다. 

 이공계 두뇌 유출의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교수나 연구원들이 쓸 수 
있는 연구비의 수준과 인프라를 미국 혹은 싱가폴이나 일본의 수준 이상 국제 기준에 맞추어 꼭 내국
인이 아닌 외국인에게까지도 보편적으로 매력적인 연구조건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아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소나 기업에서의 일자리 부족이 두뇌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
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실정 또한 귀국을 망설이게 하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생활환경의 열악함과 적
은 보수와 대우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내 일자리를 찾아 귀국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인력 양성한다고 대학원생 학비 보조, 생활비 보조 등에 예산 책정하지 마시고,, 그 예산을 안정
적인 이공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 주세요. 이공계 기졸업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좋은 대우 
받고 일하는 모습 보이면, 고등학생들 이공계 가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갈 겁니다. 

 이공계 두뇌 유출의 원인 중 하나는 모든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한국 사회가 외국 대학 출신의 박사들
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우수 연구자들은 외국에서 본인
들을 더욱 인정해주고 좋은 대우와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 

 포스닥급 인력의 일자리 확대와 현실적인 수준의 처우제공, 연구를 계속하고자 하는 인력을 위한 독립
연구가 가능한 포지션의 확대 혹은 독립 연구과제 증설. 포스닥에서 PI로 가는 과정의 합리적 체계화
를 통해 연구자로서의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함. 

 국내 학계의 권위의식 타파: 중진 교수들의 '터줏대감' 문화를 지양하고, 신진 연구자의 역량을 극대화하
는 연구문화 정착이 필요함. 위에서 하라면 해야하는 식의 권위적인 환경으로 인해 신진연구자들이 연
구 이외의 일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큰 문제. 행정 지원은 확실히 강화해야함. 

 유행을 따라가는 성과위주식, 행정중심적 연구비 시스템이 연구의 창의성과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
한 걸림돌입니다. 국가세금이 들어가니 성과를 내야하고 행정적인 통제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자유롭게 연구하고자 하는 능력있는 젊은 인재들의 유출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기반펀딩확대을 통한 기술기반 사업이 용이하게 지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대기업에 의한 
기술편취, 기술특허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등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국가가 기초기술
에 대한 장기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하여 많은 연구 기반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박사급 연구자들을 잘 살펴보세요. 중국인들은 해외로 나가 연구를 하고 배워 자국으로 돌아가
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해외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키워, 자국에서 연구활동을 지속하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연구자의 생각과 많이 다른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의 정부출연연구소는 소위말해 인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내부 추천 혹은 내부 정보
를 상세히 아는 사람이 면접에서 유리하게 적용되어, 실적이 경쟁자에 비해 다소 떨어지더라도 면접 
점수로 이겨버리는 경우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굉장히 문젲가 크다고 봅니다. 

 채용기관에서 해외 박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디고 생각합니다. 최근 응시한 곳은 해
외박사에게 영어성적을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등 해외박사의 특성을 모르는곳을 채용외주 기업로 사용하
는등 전문적이지 못한 행정절차로 인해 응시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와 창의성을 유지하기위한 자유로운 분
위기. 그리고 사이언스를 잘 하는 사람들이 정치력만 쎈 사람들보다 대우받는 환경이 필요함. 패거리문
화에 줄서기에나 익숙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고 너무 대접을 받고 있다고 판단됨 

 박사받고 정부출연연구소나 기업에 들어갈때 해외박사를 선호하거나 연봉이 더 높은 경향이 있어 박사
과정 졸업할때쯤이면 포스닥을 나갔다가 눌러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박사과정 혹은 포스닥의 단
기 해외연수(3개월~6개월이내)를 지원해주는 사업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공계 인력이 유출된다고 얘기하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국에서 
직장을 얻고 싶지만 얻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 많
이 보장한다면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한 보장이 필요함 왜냐면, 창의적 연구는 연구의 다양성에서 나옴. 연구주제를 정
하는데 fast-follower에서 벗어나야함. 뜨거운 분야는 이미 다른 나라에 선점된 것임. 무엇이 다음이 될 
것인지 아무도 모름. 다양성이 그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음. 

 대형병원이 병원연구원의 비용을 줄이기위해 연구책임자인 의사와 개인 계약으로 만들어 4대보험을 안
해주고있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을 해주는데 박사가 4대보험도 못받고 일하는 국내 현실입니다. 대형
병원 연구원 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의 나쁜 행태를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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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예제에 나온 모든 점들이 사실상 해결되어야 하고, 연구 업적을 수치로만 평가하는 관행, 기초연구
를 무시하고 응용연구에만 치중하는 풍토, 인맥과 학연에 치우치는 채용 등의 문제점들을 고쳐야 경쟁
력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두뇌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벤트적인 연구주제 선정이아닌, 개인 연구자의 특별성/ 독창성 인정 분위기 필요 2. 1번 연구선정
에 대한 타당성 / 장례성을 타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가진 평가위원 필요 3. 1번과 2번이 fix된 상황
에서 연구중간평가 및 연구종료평가가 이뤄지길 바람 

 연구인프라 관점에서 시설 인프라는 이미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소프트웨어적인 연
구지원과 꾸준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연구관리 인프라의 선진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공게 두뇌유출은 연구환경의 열악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업무와 보장되지 않는 주말 및 공휴일을 없애고 안정된 일자리 및 보수와 이를 위한 안
정적인 연구비 수주가 수반되어야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에 대해 꾸준히 일했을때 해외 경험자보다 나
은 처우를 보장해준다면 해외로의 인력 유출은 줄어들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은 건물을 짓고 거액의 첨단기기는 사지만, 운용하는 operator는 고용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포스트
닥들을 technician/학부생 전담 조교로 채용해야 한다. 국책연구소를 늘리고 정규직 TO를 늘려야한다. 
소수에게 집중된 연구비를 골고루 나눠야한다.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본다. 연구자들이 연구비
관리, 실험, 데이터작성, 논문작성, 연구계획서작성, 등 너무 많은 일을 해야하므로 연구에 집중하기 어
려운 환경에서 연구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박사학위를 지니고 외국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경력을 쌓고 있는데, 한국와서 계약직으로 지내고 싶지
가 않은 것이 연구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먹고살고 애키우고 좋아하는 연구하게 해
준다면 타국에서 고생하며 지내진 않겠지요. 간단한 문제같습니다. 

 중국 및 타 아시아 국가에서는 많은 투자로 연구자들을 recruiting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도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나, 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많이 살 길로 보여집니다. 

 두뇌 유출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력만 있다고 보지 않음 실제로 졸업 후 전공 분야 일자리 부족과 계
약직만 뽑는 현실, 박사급 인력을 뽑으면서 연봉 3000천도 안되는 채용공고 등을 경험하며 현실에 벽
에 부딪혀 전공을 버리고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음 

 많은 직장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며, 또한 연구의 hardware적 
기반 시설은 잘 되어있으나,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있는 (mainstream은 미국이니) 환경으로 연구의 co
nnection이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We need to change evaluation system, currently it is too near-sighted, discouraging researchers to c
hallenge long-term and important projects. 

 오고 싶은 일자리가 국내에 있으면 올테고 없거나 적으면 안 오는거 아닌가요. 설문까지 하는 이유는 
혹 다른 이유가 있을까봐서 인가요? 해외 유출보다는 해외진출이라 생각하면 긍정적일 수도 있지 않은
가요. 분명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합니다. 

 과학기술정책결정에 해당 분야 전공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절실.비전공자 및 행정직에 의한 정
책결정은 현실비반영이 여전히 되지않고있다. 정규직채용확대. 연구시설내 고용형태의 불안정성은 타전
공과의 괴리마저 낳고있으며, 생물학 진로선택자체를 어렵게한다. 

 연구란 것이 오랜 시간 끈기있게 지원해주는 풍토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1~2년 만에 성과를 창출하기
 기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아니라 보여
주기식의 연구만 진행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선심쓰기 식의 지원이 아닌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경쟁과 질책이 아닌 지적 호기심 유발과 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연구실 분위기 형성 이공계 두뇌를 위한 생활지원과 연구 및 제반시설 확충 신식 기기의 
도입, 안정적 연구비 확대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기성과를 기대하는 국내연구환경에서는 독립적인 연구진행은 어렵고 또한 연구자에대한 처우가 갈수
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박사 혹은 포닥을 마친 30대 중후반의 실질전인 핵심인력들이 굳이 한국에 들
어와서 길어봐야 20년 정년까지 일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내 출신의 대우가 국외 출신의 대우보다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마치 외국에서 학위를 
받거나 연수를 받은 경우는 국내 출신보다 무조건 뛰어나다 생각하는 점이 두뇌유출을 부추긴다고 생
각한다. 생각의 개선과 공평한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1. 일정 수준이상의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 (예 SCI급 잡지 주저자 5편이상)은 국가적으로 인력을 관리하
며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대학 및 국책연구 기관에서의 일자리를 확충 (특히 대
학의 일자리를 미국 수준으로 확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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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한국은 답이 없다. 정치부터 개혁해야 민간 경제 자립이 되고 그래야 세수가 마련되며 그래야 
이공계 두뇌에 처우가 좋아질 수 있고 그래야 유출이 방지된다. 현재로선 답이 없다. 정치에 관심을 갖
고 참여 해야한다. 그럼 10년 후쯤엔 혹시... 

 과학기술개발을 단순히 마케팅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아쉽다 연구원, 대학교수가 무슨 고용창출, 매출증
대를 바로 할수있는지 산학연 컨소시엄이면 역활분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의 연구개발과제가 평
가지표가 모두 같다 고용창출, 매출증대 좌표는 문제 임 

 연구(연구 실적)는 박사 학위자 위주로 (안정적 연구비는 안정적 박사학위 연구자를 양산할 수 있음) 대
학원생은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위주로 가야 할 것 같음. 현재는 대학원생이 연구 실적을 위한 연구 
수행으로 질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음. 

 (1) 국내 대부분의 연구소에 대한 기업 문화, 조직, 시스템을 선진국 벤티마킹 (2) 획일적인 업무 시스템
에서 탈피, 연구원 개인 맞춤형 근무시간 조정 가능 시스템으로. (3) 국내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시스
템 사례 = 아모레퍼시픽 연구소 

 국내 이공계 대학/연구소에 박사급 인력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적정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의 확보가 시급함. 비정규트랙의 경우 직업안정성 및 보수가 매우 부족함. 또한, 국내 연구
경력을 제대로 인정해주는 풍토를 조성해야만함.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과학계는 예전의 나쁜 관습을 답습하고 있다. 연구의 자율성도 없고 정부의 과제
는 금액이 매우적고 기간도 짧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정책 및 사업도 문제다. 솔직히 연구만을 
위해서라면 외국에서 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훌륭한 과학자를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학자를 활용하는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사학
위를 받거나 박사학위를 받고 가장 연구가 활발할때 우리나라 과학자는 외국으로 포스닥을 가죠 왜냐
면 해외 포스닥 경험이 없으면 설 자리가 없기때문이죠 

 두뇌 유출을 방지하려면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국내에 남는 것에 분명하고 확실한 이득이 있으면 됨. 
(모든 면에서 선진국보다 좋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어도 어느 한면에서 분명한 이득점이 있으면 될 
것임. 예) 연구발전가능성, 안정적 일자리 등) 

 In Korea, there is no job position and infra for person who want to keep research although that is 
not popular theme or basic science. 

 포닥들 월급을 좀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다들 월급이 너무 적어 힘들어하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박사하신 분들 보면 보통 6~7년해서 박사 하는데 나이도 다들 있으신데 많은 나이에 월급이 한국은 
너무 적어서 안들어 가시는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을 때, 많은 수의 과학자들은 해외로 떠나는 선택을 한다. 과학 인
프라 및 처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족 단위가 살만한 환경을 (주거 및 생활 환경) 국가가 제
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좋은 예로 최근에 중국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있는 과학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그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최근 중국과학계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좋은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사급 연구원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한국 랩에서는 
연구외에 다양한 행정관련 일들 태반을 박사급 연구원들이 맡아서 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아마 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의 연구 환경에서는 두뇌 유출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비단 연구 환경 뿐 만이 아니라, 지금
까지의 한국적 문화 환경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위해서는 한국적 문화를 
버려야 하는데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독 이공계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비정규직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좌절도 많이 했구요. 국가적
인 차원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연구환경이 보완이 기본적으로 확충된다면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도 당연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이 필요함에도 앞오로 100년 앞을 
내다보는 플랜은 존재하지않고 10년이내에 결과를 낼수있는 성과에 집중하는정책은 결과 과학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 할수없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박사로써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고육지책
으로 박사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취업하려면 취업만을 위해 몇년을 준비한 취준생들과 겨루어야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학위를 했을까요.... 

 1) 뛰어난 과학자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과제 선정과정에서 해당 연구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공 관련된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2) 국가기관이 간섭하지 않는 연구의 독
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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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다(잘 나가는 팀, 잘나가는 사람 계속 지원). 그러나 한분야를 꾸준히 하는 것도 중
요하다. 이런 경우 연구비 따기 하늘에 별따기. IF 위주의 연구책임자 연구역량 평가보다 연구주제를 
보고 연구비를 배분했슴한다! 

 한국이 '연구'를 할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안정적인 연구비 확대를 기
반으로 기존의 연구비 확보에 불가피하게 소비되는 시간/인력을 보완한다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
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함. 

 적절한 연봉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어지지 않는한 국내 이공계 두뇌 유출은 점점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는 연구문화는 국내 과학계를 퇴보시켜 창의적인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열악한 처우 (급여, 연구비, 복지 등), 지나친 단기실적 요구, 연구독립성 침해, 미흡한 연구과제 선정 평
가 시스템, 선진국에 비해 훨씬 부족한 전문가 네트워킹, 불합리한 조직문화 등으로 한국에서의 취업은
 전혀 매력적이지 못함. 

 한국 역시 과학적 인프라 등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 됩니다. 허나 연구원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판단됩니다. 

 급여 조건이 너무 낮고, 가족과 함께 지내기에 국내 여건이 턱없이 부족함.. 예를 들어, 영유아기 어린이
집, 대기환경, 업무 스트레스, 등등... 이런 여건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국내에 일자리를 찾을 이
유가 없을 것 같음. 

 한국에서 연구교수 생활을 해본 결과, 최소 2년에 논문 3편 이상은 써야했습니다. 물론 미국 연구소에서
도 비슷한 성과를 내지만 쥐어짜기 식의 연구는 미래를 보장할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변화라도 이번기
회를 통해 생겼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도 합당한 대우와 보수가 우선되어야만 안정적인 연구 문화가 정착될듯 싶습니다. 국내 포닥 
교수등 동기들의 생활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 합니다. 두뇌 유출을 막을려면.. 먼저 해외 연구소 만큼의
 대우와 처우가 되어야 됩니다. 

 1. 실무자 (정책 입안자)에 더 많은 이공대 석, 박사들이 자리를 잡아야, 정책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너무나 근본적이 변화가 요구되는데,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다른 변화는 미봉책에 지
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계 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상명하복의 수직관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삼성의 조직문
화 개선 노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창의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가져야 하는 연구자에게 상명하복은, 심
하게 말하면 독약과도 같습니다. 

 과제 보고서 위주의 연구 진행은 바랍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박사학위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
력했을 인재들을 위한 재반시설이 사실적으로 전무합니다. 세후-월 200만원 가량의 급여는 누구에게도
 고용보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양질의 연구직 일자리 창출에 있음. 그러나 대학과 정부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결국 대학과 정부는 창업을 독려해서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국내 이공계 두뇌 유출은 글러벌 시대에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연구의 조
바심 (빠른 실적)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 안될 수 있기 떄문에 연구비 보조 등 다양한 정책 및 연구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이다. 돈, 자유, 문화 등 많은 요소에의해 선호도가 결정된다. 스타
트업의 진취적인 기업가가 기업을 발전시키듯 국가연구소의 수장이 사장처럼 자유롭게 연구소를 경영
하면 좋은 방향을 찾을것이다. 

 연구직은 밤을 새야한다는 구시대적인 사고는 없어야함. 솔직히 연구가 좋긴하더라도 생계 유지가 첫번
째 목적인데,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도 큰 문제가 있음. 연구원의 복지 및 보수 개선이 제일 먼저 해결
해야할 숙제라고 생각함. 

 이공계 과학 기술인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고 이공계 관련 정책등이 몇몇 이공계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어떤 정부냐에 따라 연구 내용이 흔들리고 안정적으로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행에 따라 특정 과제에 연구비를 몰아 주는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꾸준하게 연구비가 골고루 지원
될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정권이나 정부 부서의 수장이 바뀌어도 그로 인한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연구자의 도덕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 확립되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게 되면, 연구비 투자
가 활발해지고 좋은 연구성과도 많이 나오며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서 이공계 연구자들이 해외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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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한국의 연구는 트렌드를 따르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는 이야기를 외국 교수들로부터 많이 

듣고 동의함. 일본이나 중국같이 현재는 유명하지 않아도 앞으로의 가능성이 보이는 다양한 연구 분야
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단기적인 실적 위주의 연구평가와 연구인력의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미래를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 정권에 따라 그리고 매년 정부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
를 위한 연구가 불가능함. 

 국내의 경우 대학에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교육의 비중이 상당하고 연구외에 다른 업무가 너무 많은 
경향이 있다. 또한, 학교로 부터 연구에 대한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가는 줄어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중요분야에 집중 지원해야 하는 것은 작은 나라에서 어쩔수 없는 제한이겠으나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연구 지원 정첵이 가장 필요하고 대학외의 연구소에서도 연구할수 있는 연구의 기반 시설과 인프라및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포닥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한국 '연구 교수' 직책대신 시니어 사이언티스트, 스텝사이언
티스트 등 대우와 보수가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해외의 우수한 포닥분들을 모셔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비를 받기위해서는 빅가이 맘에 들어야 하고, 그런 인맥이 없으면 신진 연구자들은 연구를 제대로 
시작 할 수 없는 환경이 우선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한다 해도 연구환경이 개선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대부분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학교의 교수직"에 대한 경쟁에 밀려 외국으로 향합니다. 이를 위해 
1) 교수직을 늘리거나 (실현가능성 적음) 2) 각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처우를 교수직에 준하도록 개선해
야합니다. 

 어렵게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전공에 따라 당황스러울 정도로 대우와 보수가 열악한 상황이
라 국내 취업보다는 해외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듯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연구 문화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부의 과학정책 확립 필요. 연구 성
과 및 연구비에 대한 철저한 정성/정량적인 평가 기준 마련 시급 안정적인 일자리 확립 필요(급여, 복
지, 처우등) 

 제대로 된 대우 및 안정적인 연구활동이 보장되어야 해외로의 두뇌유출현상이 적어질 것이라 생각합니
다. 당장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에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아가며 연구를 계속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내에서는 포스닥이나 연구교수가 모두 임시직이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급여도 너무 적다. 
언제 해고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구의 독창성이나 창조성을 키우기 쉽지 않다.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가 시급하다. 

 온전히 과학의 의미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평가받는 환경을 바랍니다.. 또한 젊은 과학자들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고 치열하게 논의되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외국보다 실력이 뒤쳐진다고 생각되어 지지 않지만 한국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너
무 부족하고 연구원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므로 정규직 일자리 확대 및 정해진 연구시간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학연주의를 철패해야합니다. 누구나 알겠지만 국내주요연구중심대학의 학과교수들 중 절반이 서울대출
신 그리고 또 절반이 동일학교학부출신입니다. 이런현상이 지속되기때문에 국내연구인프라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의 연구기반 환경(연구비 등)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를 수용할 만한 국
가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절한 대우/보수가 확보된다면 누구나 내 나라로 돌아가서 연구하고 싶을거라고 생
각합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든 기초 과학 분야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
다가 봅니다. 

 처우 및 환경개선. 왜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을 떠나려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
는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차례 언급된바와 같이 답은 이미 나와있는 
상태임. 

 현재 시스템은 노벨상 받을 과학자도 바보로 만드는 시스템이라 전체적인 개혁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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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상황이라 생각됨., 전적으로 연구에 매진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밥 걱정은 안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거액의 대형 사업 위주로 연구자들을 학연 지연으로 줄세우는 일을 없애고, 소액이라도 많은 연구자들
에게 골고루 연구비가 돌아가게 해야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이 올라간다고 생각. 연구비의 관리 감독은 
철저히. 

 박사과정동안 국내에서 충실히 이행했던 것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학연지연으로 인
해 그동안 고생이 물거품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그런것이 적은 외국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질것 같
습니다. 

 국내의 학계나 기업들이 지금까지 국내 출신자 보다 해외 유학파 들을 더 선호하는 점이 있었고, 특히 
지원 대비 기대하는 업적의 요구가 너무 크다보니 국내 유수의 연구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 같
다. 

 아이디어는 실험자가 여유가 있을 때 더 폭발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외에 처리할 게 많은 
스트레스풀한 환경에서 아이디어는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성과 위주의 실험실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
니다. 

 연구 과제를 수탁하기가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과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짧은 시간에 원천적인
 기술의 획기적인 개발을 바로 사업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성과주의가 강하고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듯
 합니다. 

 두뇌유출이기 보다 경력쌓기와 연구기반시설 및 국내연구의 미진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연구소가 행정이 아닌 대학연구의 감독 및 연구의 초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와 과도한 서류업무를 지양해야하며, 유행에따른 연구주제만이 아니라 폭넓은 연
구 주제에 안정적인 연구비 확대가 필요하다. 박사후 연구과정들의 대우나 보수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나 상관없이 최소한의 연봉 기준이 3인가족 중위소득 이상의 월급여를 받아야 
안정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연구소에 대한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두뇌 유출이 아니라, 대부분은 한국에 자리가 없어 외국에 머무는 겁니다. 두뇌 유출이란 표현보다는 "
국내 고급두뇌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이공계 두뇌 국내 유입 장벽" 이란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국내의 전반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폐쇄적인 문화가 자리하는한 지속적인 두뇌유출현상
은 이뤄질 것입니다. 문제를 알고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설문 응답 문항이 "선진국 수준의 대우와 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선택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은 여러모
로 선진국이 아니니까 그런 수준은 바라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생존은 가능하게 해 줘야 하지 않나 

 금융분야 및 전자분야에 대해 바이오 분야의 경우 처우가 매우 약하다. 퇴직후에라도 직무발명 등 업무
기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및 문화가 이루어진 된다면 두뇌유출은 줄어들 것이다. 

 최근 대다수의 국가 과제들이 상업화,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단기
간 내에 결과를 요구하고, 1년에도 수차례 보고회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함. 

 박사이상의 고학력자에 대한 일자리가 대부분 계약직이며, 차후 연장에는 실적을 충족시켜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음. 따라서 합리적인 실적 제시와 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함. 

 국제화 한다고 하면서 수업도 영어로 하는 등, 국내에서만 연구를 하면 애초에 교수로 임용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내에서 연구를 해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어야 하고, 과도하고 쓸데없는 행정업무까지 연구자가 하지 않아도 되도록 연구소(학교)의 
행정 인프라가 갖춰줘야 하며,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규제가 아닌 책임!!)을 모두 강화해야한다. 

 박사의 경우 세부전공에 정확히 딱 맞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공에 연계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실제 전문가들이 자리를 잡고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경험에 대한 경시풍조가 있는한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구비 확대로 해외에 버금가는 
연구 수준을 갖추어 국내에서도 좋은 연구 결과와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유출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학위 과정 중 산학연 연계가 더욱 활발했으면 좋겠음.. 해외에 있을때 석사 또는 박사과정 중 외국기업
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연구하는 것을 보았으며, 졸업후 관련 분야에 취직하는것을 보았음.. 

 박사후 연구원 및 연구교수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보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비의 사정에 따라 몇달씩 급여가 밀리는 등의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기술부에서는 국내 과학 기술의 현실과 그 이유를 이 설문을 통해 충분히 인지를 할 것임. 이 현
실에 대한 이유를 받아 들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프라 확충과 연구비 시행을 해야할 것임.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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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재원으로 선진국 수준의 대우와 연구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행되는 정부 예산에
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틀림없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양질의 데이타를 만들기 위한 연구 기반 시설 강화를 위하여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국
가 기반 코어랩을 구축 (고가의 장비, 전문가 양성 및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음.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것이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와 그에 따른 대우와 보수면 더많은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연구하는 것을 희망할 것입니다. 

 많은 우수한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연구를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startup packag
e 및 가족의 생활을 보조해줄 수 있는 서포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대우와 보수, 연구의 독립성 보장, 기반 시설과 인프라 확충 등 설문지에 제시된 항목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 있다면 현재 이공계 두뇌 유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연구자에대한 합리적인 대우와 보수가 보장되어야 연구자들의 국내 복귀가 가능합니다. 대우와 보수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 누가 국가 과학기술을 위하여 국내 복귀를 할 것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석사 박사에게 안정적인 인건비. 연구비에서 배정해서 교수님들을 통해 받는 인건비가 아닌 독립적인 
인건비 체계. 지속적인 연구투자. 단기간의 결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비 활용. 

 현재의 과학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에 다수의 이공계 분야 전문가 들이 대거 포진해야 
할 것이고, 응용 과학 뿐 아니라 기초 과학의 육성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임.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 secure job in Korea that allows a person to also spend time with family. 
 이공계 전문 인력을 단순한 소모적, 대치 가능 인력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문제이고 이러한 인식에 근거

하여 안정적 근무 기간 (대부분 계약직 연구업)과 합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우선 독립적인 연구문화 형성이 필요하며 단기실적 지향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두뇌 유출보다는 두뇌

 수출을 통해 오히려 외국의 우수 기술을 국내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보

수 또한 이공계 두뇌 유출을 막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건으로 보입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단지 돈이 아님에도 정부와 기관은 돈으로 모든 것을 보는 듯하다. 최근에 특히... 그리

고 맨날 실적을 내라고 한다. 이게 어디 학문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국책 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들의 경우 대학 교수직 정도의 대우 대부분의 교수란 위치가 훨씬 좋은 위

치라 생각해서 다들 이직 또는 해외박사의 경우 교수직이 아니면 국내로 들어오지 않음 
 위계질서를 세울 것만 아니라 적합한 정책을 통한 국내의 안정적인 (정규직)일자리 확충이 절실해보입

니다. 박사급은 국내에서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일자리를 구할때 석사급보다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연구실이 많은데 단순히 해외경험 때문에 두뇌 유출되는것은 

문제가 있고 국내연구실의 해외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늘려나가야함.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수있는 여건, 박사마치면 가족이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을 걱정안할수있는 

여건이 필요. 너무 단기적인 고용에 불안을 느끼므로 정규직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함. 
 기초 학문에 대한 일시적인 결과의 의한 평가와 실적위주의 연구자의 평가로서가 아닌 장기적인 연구비

 지원 및 일자리 보장을 통한 연구자의 연구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먹고살기 힘들고 (낮은 수준의 대우와 보수) 인간대접 못받는 곳 (합리적 관계)에 누가 가고 싶을까요? 

연구직만 그런건 아닐겁니다. 그나마 연구직은 외국에 나갈 기회라도 있지요. 
 연구비, 생활 및 주거비 대책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문제, 비싼 물가, 취업 문제 등 총체적 난국이라 생

각되며,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문제 해결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공계 두뇌 유출 문제는 단기 실적 위주의 연구 현실을 탈피하여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중심으로하는 새로운 기반이 조성 될 때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석박사 인력들에 비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함. 

일단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연구 주제도 굉장히 한정적인데, 이것은 결국 국가에서 기초 분야보다 5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길 

바라고, 질병 등 의학분야에 연구비를 집중시키는 데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박사 학위후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적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대가 필여하

거, 연구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분위기 역시 필요 해 보인다. 
 안정적인 일자리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적위주의 연구비 분배로 기초 연구의 어려움이 크다 또한 

기초연구의 활용 기회가 적어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경향이 크다 
 1. 획일적인 연구 방식이 아닌 토의에 기반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2. 기초 과학 분야 육성에 지원이 

필요함. 3. 단기적인 성과 위주가 아닌 장기적인 연구 방식 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비 예산 확대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 대한 처우 및 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외국으로의 유출은 점점 심화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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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브레인들을 인터네셔널 경험에 자꾸 노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은 브레인을 보유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박사취득후 월급은 학사 직장 월급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비정규직일 뿐만 아니라, 연구조교수 = 포닥,
 영원히 포닥으로 더이상의 진전이 없다고 보여짐. 정규직 TO도 없다. 

 *Less teaching responsibility in college * Long-term grant support *hire experience researchers 
 신진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독창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

록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20년 정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아무리 외국이 상황이

 좋아도, 자리만 있으면 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연구자 또한 많습니다. 
 한국 연구 경험은 없으나 간접 경험으로 봤을 때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경직 되지 않은 연구실 문화로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조성. 적절한 대우와 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 됨 
 국내에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구비가 대부분임. 대기업 등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있도록) 제

도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함. (세제혜택 등을 통한 연구비 지원 유도) 
 국내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 우선 되어야 하며, 실적 위주의 연구평가가 아닌 연구수행에 

있어서 실패를 해도 무관한 모험적인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급이 필요함. 
 기초과학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신진연구자들을 위해 대형과제보다는 다양한 중,소형 과

제들을 늘려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를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규직이 아닐경우 계약직 박사로 근무환경이 너무열악함. 미국의 경우 포닥으로서 비정규 퍼머넌트 잡

으로 일할수있으나, 국내는 적은급여, 근무환경 문제, 복지문제가 심각함 
 과학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는 확고한

국가의 과학기술에 목표설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 사료 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최우선이고,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실적위주 수직적 압력관계에 의한 짜내기식

의 성과도출이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의 아이디어 보장권도 시급.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진흥 시스템이 없어져야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예산은 주되 관여하

지 않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연구를 추구해야 함 
 다양한 소주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라.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라. 대학원생을 함부로 부리는 연구책임자들에 대해 강력 처벌하라 
 한국연구재단의 박사 후 국내외 연수를 포함하여 대통령 포닥과 같은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박사 학위 

취득 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조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 연구환경 보세요. 왜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국애들이 중국 쉽게 돌아가는지. 실력만 검증되면 미국

서 교수되는것 보다 더 많은 봉급 및 연구비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대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 노동에 대한 보상 필요. 단순한 학생이나 연구

자로 대우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노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최근에 일이아니다. 앞으로 증가 할 것으로 생각한다. 행정이 상위에서 군림하고, 공권력의 숙청대상으

로 추락한 과학계의 위상을 볼 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이오기업에서 박사급보다 석사급이 일할 기회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박사의 안정적 일자리가

 시급합니다. 국가연구소가 박사를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내에 연구성과를 내야하는 부담감으로 깊이있고 긴 호흡의 연구가 불가능한 지금의 연구환경을 개

선해야함.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대우와 보수가 필요함. 
 안정적인 연구비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특정분야에 따른 연구비 집중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외 공동연구, 학제간의 연구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국내 박사 소유자의 역량 강화 - 기본적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권장(진정한 글로벌화) - 동일 예산이라

면 박사과정 중의 대우는 줄이고, 박사후 활동 지원을 강화 
 우선 이공계 학생들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한 후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거나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직은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이 많아 안정적으로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연구비에 대한 성과가 조금 가혹할 정도입니다. 
 Korea needs to invest more stable funding for increasing the stability of scientific jobs. 
 1. 신진 박사들을 위한 투자 - 성과 위주가 아닌 성장에 맞추어, 2. 정출연의 경우 포닥들이 정규직의 

성과 메워주기가 아닌 연구 발전을 위해 집중할 수 있게 
 이공계 처우개선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체에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

요합니다. (기업체 연구소는 실질적 정년이 51세라고 합니다.) 
 국가연구기관에서 대부분의 인력을 비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화 하고 있습니다. 박사도 정규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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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소수로 뽑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남으려고 할까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의 지원이 필요함. 다양한 학문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국가주도형이 아

닌 Bottom-up 타입의 국가 연구비 전폭 확대가 필요함. 
 남자 연구자의 경우 군대 관련 문제도 큰 요소가 됩니다.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제도를 확대해서 단절 

없이 학위 과정과 연구직 취업이 이어지도록 보장해줘야 합니다. 
 - 이공계 연구원들에 대한 4대보험가입 및 퇴직금 등 합리적인 국가연구비 책정 필요 - Top down식 성

과위주, 제품화, 상업화 위주의 연구비 조성이 문제 
 국내 박사급 일자리 부족(박사보다 저비용 석사, 학사급 선호) 및 비정규직, 계약직 위주의 계약형태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으로 국내에서 자리를 잡기가 힘듭니다. 
 몇명의 특출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연구테마및 연구비 수혜가 아니라 누구나 아이디어와 열정,노력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에 대한 열정과 능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가 한쪽으로 몰려면서 제대로 지

원을 받지 못하는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면 함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합리적인 분야별 연구 성과 평가및 연구비 지급 시스템 구축. 정부의 연구비 

선정 및 지급 관리에 보다 많은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 
 다양한 carrier track에 맞는 연구비 grant를 증가시켜야 하고 (지금처럼 해마다 바꾸지 말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제공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사무관 주도의 연구 기획. 그에 따른 인맥 중심의 연구비 배분을 개선 해야 함. -이공계 대학이나 대학

원 학생 지원이 아닌 그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우선 대부분의 직장이 비 정규직으로 묶여 능력이 있으나 나이가 있을경우 국내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

려움.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시적인 해결책이 필요로함 
 한국에서의 상명하복 조직 문화에 가장 큰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자율성이 주어

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해외 기업 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다. 
 정부에서 이공계투자라고 엄청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는 미비한것으로 느껴진다. 실제 

연구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투자해주었으면 한다. 
 박사 출신들을 처우 개선 -아직도 브릭에 박사 연봉이 3천몇백만원 차별없는 인제 등용 국내 초년생 박

사들에게 연구 여건 보장 (연구비 수주 기회 대폭 확대)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처우역지 좋지 않다. 오랜기간 공부하여 그시간만큼을 투자한것인데, 한

국에서는 좋은 직장이나, 교수등의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 
 국내에 충분한 일자리가 없고 대우가 해외만큼 좋지않기 때문에 국내로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다양

한 일자리와 넉넉한 연구비가 보장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양적 실적 압박을 안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교

수 평가를 통해 테뉴어 교수도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연구비의 경우 일부 스타 교수에게 연구비를 과하게 지급하기 보다는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연구원들에게 주어지는 열악한 처우는 일의 능률을 떨어뜨립니다. 상응하는 대우와 보수가 주어진다면 

굳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일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의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다. 박사의 보수가 터무니 없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 4인

가구 기준 외벌이를 해도 될만큼의 보수가 시급하다. 
 연구의 제한이 없도록 충분한 인프라와 환경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당연한 처우와 보수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라면 더욱 좋겠죠. 
 이공계 박사가 한국내 수요보다 너무 많아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국내 수요를 늘릴 수 있

거나 이공계 박사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If korea's strict hierachy culture will not change, there would be no huge progress. 
 박사 학위과정 부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박사는

 국제 경쟁력을 가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국내 연구지원에 대해 안정적인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함 최근 연구비지원받기가 너무 어

려우며 받더라도 기술개발과 무관한 서류준비가 너무 많음 
 정규직 일자리 확대 연구비 정책의 변화 - 개인연구비 확대 및 그룹연구비 축소 - BK21 페지 - 연구비 

쏠림 현상 방지 (특정교수나 수도권 대학) 
 다양한 연구주제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며,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끈기있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노

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일본이 그런 것 처럼. 
 국내에 안정적으로 연구할수 있는 여러 기초과학연구소등의 신설로 뛰어난 이공계 학자들이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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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데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계약직 일자리를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야한다. 또한 이공계 전공별로 조사하여 인력 배출이 과다한 전

공은 대학 및 대학원의 정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박사 후 교수나 회사 취직을 일자리 창출 말고 박사 후 연구원으로 안정적인 연구생활을 유지할 수 있

는 기관 혹은 대학내 제도 및 시스템 마련이 절실 
 이공계연구자들에 대한 복지는 없으나 낮은 임금과 열악한환경(각종 몸에 좋지 않은 시약들에 노출됨)

에서 연구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공동연구방식으로 해외의 우수한 연구기관 훌륭한 인프라 가운데 활발히 연구중인 인재들을 적극 활용

하는것이 국내 과학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것같다. 
 신진연구자들이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연구비가 지원이 되어야하고 학생 및 연구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정규직 인원수 늘림 - 처우개선(임금, 복지 등) - 단기간의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연구를 진

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 
 한때 해외에 영구체류를 고민했던 일인으로써 편향된 연구비의 집중투자는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됨. 다

양한 연구분야의 기반지원의 길을 열어두는게 필요함 
 국내박사의 설자리의 부족으로인한 유출이 많다고 사료 됨. 국내박사는 우수한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

어도 해외연수자에게 기회를 많이 빼앗기는 실정. 
 오바마의 선물 (포스닥 급여 인상)과 같은 전반적인 경쟁력을 위한 처우 개선과 더불어 창의적이고 탈 

직급/위계/인맥의 연구 조직 문화 정착 필요 
 연구교수의 정규직 전환으로 대우와 보수를 충분히 제공하여 안정적 처우 개선과 장기적인 (10년 이상)

 연구계획으로 한 우물 파기 연구가 필요함. 
 순수하게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정착되기위해서라도, 해외 박사및 포스닥 들에대한 공식,비

공식적 혜택을 정책적으로 차단시킬필요가있다!! 
 박사급인력이 기업에 들어 갈때, 정말 자기 연구 분야가 아니면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충분한 일자리

가 박사급에게는 많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그에 맞는 보수가 주어져야 할 듯하다. 국내 박사에게도 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가 필요하겠지요. 
 중장기 연구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 상용화 위주의 단기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현장경험이 많은 기

업 내 전문가 활용한 협업 연구 지원 절실. 
 연구비 수주가 너무나 어려움, Big guy라 불리는 크고 인맥좋은 연구자 그룹들의 connection이 없으면, 

연구비 수주는 힘들다는 것. 
 많은 연구를 해도 보상이 적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좋은 연구 발표가 있는 사람들을 활용

하거나 연구 활동을 계속할 기회가 있어야 
 일단 자리가 한정적이고 학연 지연도 문제고, 만약 자리가 있어서 갔다한들 계약직이 태반임. 한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두루두루 총체적인 문제임. 
 정계에 자연과학 출신의 고위관리등용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야 어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래서 떠들어 보았자 소용없습니다. 
 해외 거주중인 포스닥들 상당수가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 돌아가지 못합니다. 브릭 이외에 채용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 싸이트도 없는듯 하고요. 
 1. 가장 큰문제는 상하 수직적인 문화. 2. 자녀들이 한국 교육에 적응을 못하는 점. 3. 연구를 집중못하

게 하는 여러 주변의 사무 처리.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예산 어쩌구 하면 연구비 부터 삭감하지 마시고, 대학에도 신임교

수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주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돌아오기 싫어서 안오는게 아니고 돌아올 자리가 없어서 못 오는 겁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면 

당연히 돌아오는 분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나 기초과학 분야의 fresh 박사 및 신진 연구 인력이 정착할 자리가 많지 않은 현실을 인지하여, 이

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국내에 안정적인 연구기관의 확보, 제약회사등에서 R&D의 역량 강화 (현재처럼 약을 카피하는 수준이 

아닌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 등 
 계획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연구도 있지만, 계획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을 위한 연구가 아닌, 

연구를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뇌 유출은 좀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에 진출해 향후 여러나라와 공동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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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유명무실한 많은 연구소들을 국가나 기업이 지원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에 1-
2개 연구소를 특성화하여 지원해야 함. 

 연구비 부정 사용 방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구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일본
이나 독일등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포스닥 일자리의 정착화; 특히 비영리 연구기관의 포스닥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대신 학교나 국가 관
리하에 두어 포스닥의 연구 독립성 보장 

 대부분의 연구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안정이 되지 않아, 항상 이직을 고려해야 함. 안정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가 필요함 

 안정적인 일자리 안정적인 연구비 연구의 독립성 선진국 수준의 대우와 보수 연구 기반 시설과 인프라 
확충 자녀 교육·주거비 등 복지 보장 

 전 연구원들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투명한 평가를 위한 새로
운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직할 일자리 소개 및 의학과 접목하여 과학으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해 져서 국내의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 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위소지자에 대한 그에 합당한 대우와 보수가 필수 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만족이 우선이 된후에 독립
적인 연구 보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를 따라하고 배우는 단계에서 벋어나야 한다. 이젠 우리만의 모델과 가치를 만들
고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설문조사와 의견 등을 취합하여 만들어진 개선 방안이 1~2년의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
적으로 지속 추진 되면 좋겠습니다. 

 처우도 나쁘고 연구 독립성도 없고 단기 성과위주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무엇하나 메리트가 없는데 국내
에 남을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할 자리는 없고 대우도 그렇고... 나중에 자리 잡을때도 외국 경력을 우선시 하는 한국의 환경을 생각
하면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의 학력 비율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의외로 학사급 연구원이 대부분이고 석
사나 박사급을 너무 적게 채용합니다. 

 학교든 연구소든 인재를 채용해 주는거라는 갑질이 남아있는한 한국은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두뇌 유
출이란 말도 어패가 있는것 갔네요. 

 언 발의 오줌누기 식 정책은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세세하게 말할 것이 없이 우리 나
라 사회가 과학자를 원하지 않는다 

 사회에 기술자들의 전반적인 대우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국가연구지원 기관에 전문 기술인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도 큰 문제임. 

 Q5의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사항들 중에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한 두가지 문제가 개선된다고 해
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됨 

 돌아와서 안정적으로 일 할수 있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일자리와 성과에 급급하고 몰아붙이는 연구문
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분야는 박사후에 영업직을 선택 하는 경우가 많다. 박사들이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초연구를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라는 압박이 기
초 과학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두뇌의 유출을 염려하기 보다는 협력 연구 체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경쟁력 강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정출연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경직된 연구문화로 이직을준비중임 저뿐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이 준비중이고 이미 이직하였음 

 연구기관 지방이전보다 수도권에 다양한 연구기관 유치 및 유지가 필요할것 ？？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무엇보다도 증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 실적위주, impact factor 위주의 연구 풍토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테뉴어 받은 교수 중 연구 실적이 수년간 없는경우, 교수직은 유지하되 그 실험실 공간은 새로운 교수
에게 제공. 또는 공동 사용. 

 형평성및 고른 연구비배분, 일시적이며 사회 이슈적인 단기성 연구가 아닌 장기성 연구 과제 정책, 이공
계 계열 졸업 후 처우개선 

 연구자의 처우증진과 연구환경을 개선이 시급하다. 낮은 인건비, 지나친 단기 성과위주와 상명하복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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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무화의 개선이 시급하다. 
 실적주의 (논문, 특허) 지양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한 연구비 지원 및 고용 환경 트랜드 따라가는 정책 

(연구비 몰아주기) 지양 
 위계질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 같고, 단기 성과 위주와 지나치게 편중된 연구비 지원도 개

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못 오는 우수 박사들이 많습니다... 처우 개선없이는 이 현상을 막기

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비합리적인 조직문화, 비효율적인 출퇴근 문화, 낮은 대우, 자녀들의 경쟁적 교육환경 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안정적인 일자리의 부족이 이러한 두뇌 유출을 가속화할 것이 자명하다. 범 정부적 기업적 투자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장기 위주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조성과 지나치게 상용화에 치우쳐서 한쪽 방향으로만 몰아가고 있는 

과제관리 분위기 전환이 필요함. 
 1. 신진연구자 연구비 대폭확대 2. 중복연구 방지와 일부연구집단으로의 연구비 집중 방지 3. 신진연구

자들의 과제 지속 지원 
 미국의 R01 연구비와 같이, 일반 지원자들도 지원 가능한 장기적인 (5년+연장 가능) 연구비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염증은 아마도 사람과의 관계(즉,연구하려는 의지나 목표가 상급자나 외부요인에 의해 포기해

야할 때)에서 나타납니다.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일자리의 확대가 필요함. 연구직으로서 해외의 연구자 대비 처우개선도 필

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함 
 (1) 우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참여 연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2) 연구자에 대한 신뢰도 (3) 연구크레디

트제도 도입 
 젊은 연구자의 아이디어 존중과 연구독립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및 독립성 보장 단기 실적위주가아닌 장

기적인 안정적인 연구지원 
 국내에 남아있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데 어쩌겠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수밖에.. 국내 연구비나 일자리

를 창출해줘야지.. 
 거대 국책 사업만의 이점인 장기간의 사업기간을 기타 다른 사업에도 적용시켜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연

구에 집중하게 해야함. 
 너무 학연,지연을 따지는 문화가 아니였으면 좋겠고, 논문 실적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성, 성과 위주, 최우수 연구자 중심이 아닌 일반 연구자 중심 지원 확대, 대학원생/연구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 
 기초 연구에 대한 꾸준한 지원 강화 선후배(연령) 중심의 연구 문화 배제 보여주기식 성과주의 철폐 연

구원의 합리적 보수 
 관료들과 일부 연구자가 기획한 과제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개인 연구자 들이 제안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확대 하는게 시급함. 
 선택응했지만 위 선택지에 언급된 것들이 중복적으로 문제가 되기에 어느 하나의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

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공계 분야 종사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식 설문조사만 하지말고 현실성 있는 법 제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지방대학에 대한 연구비 확대와 지방 공공기관 등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취업 자리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대로된 인재를 제대로 도니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하도록 해 주어야 함. SCI 점수와 논문의 가치는 꼭

 일치하지 않음 
 연장(renewal)이 가능한 장기간의 연구비를 다양한 분야의 기초 과학 연구 과제에 투입하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실적 중심의 체계속에서 업무시간 과중 및 대우 및 보수가 적은 이유가 가장 큰 해외 진출의 이유가 아

닌가 생각됩니다. 
 having stable research environment and programs for basic science 
 적은 연구비라도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평가체계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공정하게 평가받는 평가 시스템 필요 2) 상하관계, 지연 등으로 인한 정치관계 배제 3) 연구비의 불



▫▫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과학분야 설문조사기관 

http://www.sci-on.net/                                        
60 

평등한 분배 
 안정적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고, 독립된 연구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전 근대적인 조직 체계

를 바꾸어야 함. 
 실용화 위주의 정부 연구비 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기초 연구를 하고자하는 과학자들의 두뇌유출은 막

을 수 없을 것임.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연구 독립성유지가 중요하다. 좀 더 연구비 지원의 범위를 넓혀 다양하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전혀 없고 모두 계약직에 공부한 만큼에 대우도 전혀 없는 한국 과학계에 남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음 
 경험상 안들어 오는 경우보다 못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국내에 안정적안 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1. 단기 성과 위주의 과제를 지향해야 합니다. 2. positive한 결과만이 옳다라는 분위기도 지향해야 합니

다. 
 Q5 에 나열되어있는 상황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 두뇌 유출을 minimize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경력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상명하복의 문화가 사라지지 암ㅎ는다면 근본적으로 인력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됨 
 물적기반은 국내가 뒤쳐진다고 생각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연구비와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인

적자원이 부족하다. 
 과학자들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연구환경 제공 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인 지원 (한곳에 몰

아주기 보다는) 
 국내에서는 요구하는 혹은 제시한 기간 내에 분명한 실적을 내야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행정편의 단기실적주의 논문 편수와 임팩트 팩터로 계산되는 연구실적이 아닌 해외연구자 활용을 통한 

연구평가의 전문화 
 단기 실적으로 연구자/연구실을 평가하는 제도를 타파해야 함. BK 등 거대 사업에서도 선진적인 평가 

방침이 필요. 
 먹고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나마 해결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창의적인 연구주제 및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학력은 높아지고 인적재원은 늘어가는데 일자리가 적고 대우(보수)가 작으니 다른 지역을 찾는 자연스

러운 현상입니다. 
 연구와 관련된 행정 절차가 많고 행정 지원이 매우 부족함. 지나친 개발 사업 위주와 성과 지향성을 탈

피해야 됨. 
 박사학위자의 일자리 위한 다양한 접근 시도 필요. 중소.대기업을 비롯한 정출연 연구직에서의 박사학위

자 비율증대. 
 학벌주의, 연고주의 등 인맥에 따른 연구비 나눠 먹기와 같은 문화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진연구자들이 불편없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생활 수준과 연구 자율도를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함 
 학연 지연으로 이루어 지는 불투명한 연구비 수주 및 선진국가 과학의 트렌드만 뒤쫓아 가는 사대주의

적 연구 풍토 
 기초연구지원이 필요함. 너무 후반부의 연구만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구 범위가 너무 좁게 

느껴집니다. 
 비정규직 연구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실험실 환경을 만들어 생계형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야함 
 연구의 독립성 유지 철저한 관리감독하의 자율적인 연구비 사용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가능한 조

직문화의 개선 
 적절한 대우와 함께, 단기 목적과 이윤창출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는게 필

요하겠습니다. 
 이공계 희망은 본성적 취향, 선호심에 근거한 것으로 돈 보다는 자존심, 자긍심을 살리는 제ㅔ도의 지침

이 필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미래 일자리 보장에 대한 특혜가 필

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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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확대. 대부분 연구직들은 계약직입니다. 과제에 따라 연구자를 모집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생
각합니다. 

 장기 연구비 수주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로 교수직 이외의 위치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어졌
으면 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연구비의 공평한 분배, reasonable하지 않는 위계질서 
 연구자들의 삶과 연구의 미래를 설계할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및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단기적인 결과물을 산출에만 집중하지말고...순수과학부터 차근차근 기반을 닦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

니다... 
 이상태로는 그누구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않을겁니다. 한국의 장점이라고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는것

 뿐입니다. 
 연구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인력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뀌어

야 할 것 
 연구환경,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곳이 한국이냐 외국이냐의 문제라

 봅니다. 
 연구비 확보가 용이해야 하고 연구의 연구 이외의 강의 및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학연 지연이 아닌 좀 더 실력있는 연구자들을 선발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국내 지원 사업의 경우 서류 업무처리가 많으며, 1년마다 갱신하는 형태의 성과위주로 장기적 발전이 

어렵다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논문실적위주의 단기성과식평가 지양, 연구직인력에 대한 직장 안전성 보장이 

되어야함 
 국가에게만 요구할 뿐 아니라, 국민인 연구자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과학발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연구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신의 연구 주제를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

겠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적고 이공계 인력이 많아서 유출은 불가피함.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가장 우

선임. 
 불안한 연구환경이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도 합의와 적절한 경쟁에 의해 분배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봅

니다. 
 선진국수준의 대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국내에서 생계 걱정없이 연구할 환경을 만들

어주세요 
 국내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 창출되어야 함. 특히 정출연 연구소에서 비정규직 연구원의 비율이 낮아져

야 함 
 단기적 연구실적 평가 시스템을 중점으로 연구과제 결과를 진행하기에 장기적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움 
 다른 것들은 모두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연구원들의 대우와 보수는 어찌 그리 처리하는지 이해하기 힘듭

니다. 
 이공계 국가 기술 정책은 전문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 되어야 함.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박사 졸업 후 해외 명문대 포닥은 경쟁력을 위해 필수로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대와 자율적 연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지금 잘 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보다 개인의 과학기술 및 행복도 함양에 이바지할 때. 
 지나친 단기 실적 주의가 사라지고 연구 실패를 배움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다. 
 연구직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비정규 연구인력이라해도 계약 기간에 제한을 두어서는 않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과 특정 대학으로 이루어진 카르텔의 타파 그리고 정규직 연구직 직장의 확대 필

요 
 일자리를 늘려서 해외에 있는 인력들이 국내에 들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정적 일자리확보와 안정적 연구비 지원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한 환경구축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

다. 
 급여가 적더라도 안정적 (정규직)인 곳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안정적 연구비 확대 및 연구 독립성 보장, 그리고 합리적 연구실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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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리스크가 큰 연구주제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구의 독립성 보장 및 합리적인 연구비 구조를 통해 신인 과학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연구비 심사를 외국 학자에게 맡기고, 술좀 줄이고 (머 한국에 학회가며 맨날 술이야)...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통한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 실적에 따른 보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생명과학, 의약학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연구비 자가수급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단기 실적 평가의 빈도를 줄인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 
 유행하는 연구분야에 집중되기보다 전반적인 연구분야 전체에 걸쳐 비교적 고른 연구비 투자가 필요함 
 박사 졸업 후 다양한 진로에 대한 교육 필요. 박사 학생 TO 줄이기. 포닥 자리의 정규직화.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우선 만들어야 연구비나 기반 시설이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그때 시류에 편승한 연구 문화를 배제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연구 문화가 필요합니다 
 학연 지연 같은 인맥을 통한 연구비 수주와 수도권 집중 연구비 배분을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세계 (특정 대학이나 특정 연구소)와 새로 시작하는 세계 사이의 벽이 너무 두껍다.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처우 개선, 국가연구기관의 채용방식 개선 (비정규 연구직 축소 등..) 
 구체적인 평가지표에 상관없이 해외경력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에 따라 실적기간을 달리하고 기초학문에 투자하여 먼 미래를 보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연구원 처우 개선을 해야 합니다. 돈 많이 주고 직업 안정성 보장하면 오지 말래도 옵니다.. 
 1.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2.유행하는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비 집중문제(다양한 분야의 지원) 
 과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학자가 많아지고 그에 종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질겁니다. 
 1.실적위주의 연구 2.연구비 및 연구의 독립성 부족 3.선진국 수준의 대우 및 보수 부족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연구는 연구자의 의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연구수준을 낮추는 일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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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지 

 

[긴급설문]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에 관한 설문조사 
 

한국의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이공계 고급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공계 박사 중 해외로 빠져나간 숫자는 2013년 현재 8,931명으로 조사됐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15 세계 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BDI·

Brain Drain Index) 지수는 3.98점으로 조사 대상 61개국 중 4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이공계 두뇌 유출 현상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기사] 

한국 두뇌유출 지수 하위권..."연구 독립성 보장하고 성과위주 시스템 바뀌어야" 

이공계 박사 인력 국외 유출 7년 사이 66% 늘어 

 

□ 설문대상: BRIC 과학기술인 회원 중 이공계 박사 혹은 박사졸업 예정자(6개월 내) 

□ 설문진행: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설문기간: 2016년 6월 29일 ~ 6월 30일까지(오후 6시 마감) 

□ 소요시간: 3분 내외 

□ 문의: BRIC member@ibric.org 

 

※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외부로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단, 설문결과의 통계값

은 보도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이다.  => 1-1~1-4   

2) 경험한 적이 있고, 현재는 국내 거주 중이다.  => 1-5 ~ 1-8  

3) 경험한 적이 없다.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이다>  

1-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미국·캐나다 등 북미 

2) 유럽  

3) 일본·중국 등 아시아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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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하는 현재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최종과정으로 선택)  

1) 박사졸업 예정 

2) 포스닥/연구교수/연구원 

3) 교수/책임연구원 

4) 기타  

 

1-3 귀하가 현재 연구활동을 위해 소속한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4 연구활동 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면 ?  

1) 특별히 만족스러운 사항이 없음  

2) 안정적인 일자리  

3) 안정적인 연구비 

4) 연구실 조직 문화 

5) 자유로운 연구주제 설정과 연구 독립성 보장   

6) 연구자의 대우와 처우  

7) 연구 기반시설과 인프라  

8) 기타      

 

<경험한 적이 있고, 현재는 국내 거주 중이다.>  

1-5 귀하가 거주했던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1) 미국·캐나다 등 북미 

2) 유럽  

3) 일본·중국 등 아시아 

4) 기타  

 

1-6 귀하가 해외에 거주할 당시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최종과정으로 선택)  

1) 학부 

2) 석사  

3)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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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닥/연구교수/연구원 

5) 교수/책임연구원 

6) 기타  

 

1-7 귀하가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했던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8 연구활동 시 가장 만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1) 특별히 만족스러운 사항이 없었음  

2) 안정적인 일자리  

3) 안정적인 연구비 

4) 연구실 조직 문화 

5) 자유로운 연구주제 설정과 연구 독립성 보장 

6) 연구자의 대우와 처우  

7) 연구 기반시설과 인프라 

8) 기타 

  

 

2 만약 앞으로 1년 안에 다른 취업기관을 찾아야 한다면, 귀하는 국내외 중 어느 곳을 우선으로 생

각하시겠습니까?  

1) 국내 취업 자리를 우선적으로 찾겠다. => 2-1   

2) 해외 취업 자리를 우선적으로 찾겠다. => 2-2 ~ 2-3 

3) 어느 곳도 상관없다 

 

 

<국내에서 취업 자리를 찾겠다>   

2-1 국내 취업을 우선 고려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본인 전공분야에 대한 채용이 적다     

2) 만족할 만한 처우와 대우를 해주는 곳을 찾기 어렵다  

3) 채용 정보에 대한 정보 찾기가 어렵다    

4) 비슷한 학력과 조건의 취업 경쟁자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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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연, 지연과 같은 인맥이 없다       

6) 원하는 곳의 채용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7) 예상되는 애로 사항이 없다.   

 

<국외에서 취업 자리를 찾겠다> 

2-2 해외 취업을 우선 고려한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1) 미국·캐나다 등 북미 

2) 유럽 

3) 일본·중국 등 아시아 

4) 기타   

 

2-3 해외 취업을 우선 고려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국내에서 취업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 전공분야의 연구비 지원이 더 좋기 때문에   

3) 처우 및 대우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4) 연구시설 및 연구환경 등 전반적으로 연구 인프라가 더 좋기 때문에    

5) 가족들의 교육/생활/기타 문제로 인하여 

6) 기타 

  

3. 귀하가 직장 선택 시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1) 대학 교수직       

2) 국가기관 연구직    

3) 기업(벤처) 연구직   

4) 개인 창업    

5) 기타  

 

4. 귀하는 이공계 두뇌 유출이 많아지는 한국 과학계의 현상이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2개까

지 복수응답 가능) 

1) 국내 일자리 부족 

2) 연구비 수주의 어려움 

3)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강한 연구실 조직 문화  

4)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와 연구 독립성 보장의 어려움 

5) 선진국 보다 열악한 처우 

6) 연구 기반 시설과 인프라 부족 

7) 자녀 교육 등 생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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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5. 이공계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나 학계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1)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2) 안정적인 연구비 확대 

3) 합리적인 연구실 조직 문화 

4) 연구의 독립성 보장  

5) 선진국 수준의 대우와 보수  

6) 연구 기반 시설과 인프라 확충 

7) 자녀 교육·주거비 등 복지 보장 

8) 기타(                              ) 

 

6. 국내 이공계 두뇌 유출과 관련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 

 

 

<참여자 인적사항> 

 

7 귀하의 소속기관은 무엇입니까? 

1) 대학/의과대학 

2) 국책연구기관 

3) 민간연구소 

4) 기업 

5) 기타 

 

8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1) 박사졸업 예정자(6개월 내)  

2) 연구원(박사급) 

3) 포스닥/연구교수 

4) 교수/책임연구원 

5) 기타 

 

9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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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10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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