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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관계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과학기술경쟁력이고, 

이러한 과학기술경쟁력은  
근원적으로  
과학기술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에서 나옵니다.

1
국가경쟁력

과학기술경쟁력

과학기술 상부구조
S&T Superstructure

과학기술 하부구조
S&T Infrastructure



Feedback

과학기술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구분

“과학기술 상부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 하부구조인데, 역학관계상 
상부구조의 운명은 하부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부구조가 무너지면 상부구조도 무너지지만, 
그 역은 아닙니다.” 

과학기술 
상부구조

사업화

실용화

과학기술 
하부구조

연구 및 
기술 인력

연구시설·장비

연구수행연구프로그램

연구자원

연구성과

연구정보

2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표준(화)

지식재산(권)

Spin-off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구성요소 중 연구자원과 
연구정보를 모두 포용하는 연구시설·장비가  
바로 과학기술인프라(‘과학기술 하부구조’의 준말)의 
핵심엔진입니다.”

과학기술 
하부구조

3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범위

연구인력

기술인력

인적인프라

과학기술 
상부구조

표준(화)

지식재산(권)

연구시설·장비 연구자원 연구정보

•전략적 투자
•공동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총괄 운영관리

유형인프라 무형인프라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체계

NFEC의 4대 전략 18개 핵심업무

전략1.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투자

전략2.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촉진

전략3. 연구시설·장비의 전문인력 양성

전략4. 연구시설·장비의 총괄 운영관리

“NFEC은 세계 일류의 과학기술인프라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국가고도화체계(NAS, National Advanced System)를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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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프라 강국실현

01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02 RED 연구장비심의서비스 운영

03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수립

04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 및 성과관리 실시

05 ZEUS 장비활용서비스 운영

06 연구장비 클리닉서비스 운영

07 WOLF 대형연구시설정보서비스 운영

08 R&DIA(R&D Infrastructure Awards) 개최

09 SEE 장비사관학교 운영

10 연구장비전문가 자격인증제도 마련

11 고가장비운영인력지원사업 실시

12 연구장비 엔지니어 전략포럼(SFREE) 개최

13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운영

14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마련

15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교육 실시

16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실시

17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실시

18 FEEL 시설장비전자도서관 운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042-865-3579
www.nfec.go.kr



“과학기술인프라 강국 실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선도하겠습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는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연구시설·장비의 확충이 요구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첨단 연구시설·장비가 오히려 새로운 과학기술을 견인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NFEC은 연구시설·장비 고도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대내외의 환경 변화와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여, 범부처 연구시설·장비의 총괄 전담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투자, 공동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총괄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NFEC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및  

표준분류체계 마련, 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 수립,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의 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 등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장비정책, 장비정보,  

장비교육, 장비운영, 장비이전 등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가 과학기술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성과를 창출하는 ‘과학기술인프라’ 진흥에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당당히 도약하는 NFEC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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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나타나게 된 배경

  The Beginning  
  of a Story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Center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정부의 투자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시설·장비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었고 공동활용을 꺼려하는 풍토로 인해  
유사한 시설·장비들이 무분별하게 구축되고 있었으며 
전문기술인력의 부재로 체계적인 운영·관리 또한 
어려웠습니다. 결국 고가의 연구개발 시설·장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06년 11월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07년 5월
제2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Problems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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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범부처 전담기관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설립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를 마련하여 전략목표별로 
총 18가지 핵심업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투자

01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서 
시설·장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다.

02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다.

03
대형연구시설의 전략적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수요 예측에 
기초한 로드맵을 제시하다.

04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및 활용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다.

공동활용 촉진

05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다.

06
장비구입부터 운용, 활용, 
처분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종합상담 창구를 
운영하다.

07
전 세계에 구축된 대형연구시설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08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어워드를 개최하다.

전문인력 양성

09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장비사관학교를 
운영하다.

10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위상 강화를 
위해 자격인증제도를 마련하다.

11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장비운영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다.

12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지식공유 
및 정보교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다.

총괄 운영관리

13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관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서비스를 운영하다.

14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다.

15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과 장비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다.

16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다.

17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필요한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장비 재활용을 촉진하다.

18 

연구시설·장비 관련 각종 
보고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전자도서관을 운영하다.

2009년 12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2010년 7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Solutions

Strategic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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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천한 18가지 핵심업무

  Eighteen 
  Key Activiti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전략적 투자를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Strateg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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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거나 빌려쓰기를 꺼려해 중복장비를 구입하거나 
조기에 신형장비로 교체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할 때 장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01를 실시하게 되었고, 연구장비심의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 제도는 온라인시스템인 RED연구장비심의서비스02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단계에서도 철저하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개발 수행부처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심의누락 및 
심의결과 이행 여부까지 추적·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구축해야 할 대형연구시설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NFRM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03을 마련하였고,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현황을 수록한 조사·분석보고서04를  
매년 발간하여 투자정책에 주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장비에 대해 적정금액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

02

연구자가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의 심의를 간편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

03

중요한 대형시설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구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

04

투자현황을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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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평가를 받아 왔으나, 그동안 순수 연구과제의 관점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져, 연구시설·장비 관점에서 면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요구되었다.

How to Work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기획 단계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도입 무렵에 시행되는 연구장비 심의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구축계획 정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장비의 도입타당성과 사양 및 수량의 적합성, 

중복성 그리고 가격의 적정성 등 관련사항을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CSRA(Conformity, Suitability, 

Redundancy and Appropriateness)기법을 개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Background

  고가 연구시설·장비의 중복구매, 불필요한 구매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연구개발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연구장비 

구축타당성을 심의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How to Work

  연구장비 투자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6월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 단계에서 범부처적으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추가·변경심의를 위해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를 관리·감독하고 심의누락 및 

심의결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심의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RED 온라인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서 시설·장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다.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다.
RED 연구장비심의서비스 운영
red.nfec.go.kr

대형연구시설의 전략적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수요 예측에 기초한 로드맵을 제시하다.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수립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및 활용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다.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 및 성과관리 실시 

01 02 03 04

Background

  그동안 투입된 연구시설·장비의 정확한 규모와 투자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투자의 적절성 

및 향후 투자정책을 수립하는 데 합리적인 판단의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분석은 투자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정당성을 입증하는 연구개발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며,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돕기 위해 정확한 투자 정보가 필요했다.

How to Work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도입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투자 및 활용에 

관해 항목별로 분석한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보고서  

발간 및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Background

  과학기술 수준의 선진적 도약을 위해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의 한계, 철저한 사전 기획의 부재 및 특정 연구기관 

중심의 하향식 투자 등으로 인한 투자효율성 저조 등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의 니즈에 기반한 전략적 투자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How to Work

  500억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초대형 연구시설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타당성 검증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대상을 

선정하고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과 미래 연구수요 변화에 따른 

국가대형연구시설의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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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Strateg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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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경쟁자와 공유하고 싶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의 손실과 고장을 우려해 대외 개방을 하지 않는  
장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공동활용 장비들을 
한곳에서 쉽게 예약할 수 있는 ZEUS장비활용서비스05를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ZEUS에는 연구장비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들이 전국의 연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상담해주는 클리닉서비스06가 포함되어 있어 손실과 
고장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장비를 
중개·알선해주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연구시설 정보를 수집하여 총람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국내외 대형연구시설들을 국내 연구자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WOLF 대형연구시설정보서비스07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R&DIAR&D Infrastructure Awards08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05

사용자가 장비를 쉽게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

06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비 이용자를 도와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생각

08

어워드를 통해  
우수 장비 공동활용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해야 한다는 생각

07

전 세계 대형연구시설 
구축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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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대형연구시설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혁신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외 고급 인력의 효과적인 유치·활용을 위해서도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조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 해외의 대형연구시설을 

소개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해외 연구자에게도 대한민국의 

대형시설을 소개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했다.

How to Work

  전 세계의 대형연구시설 구축정보를 한눈에 소개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형연구시설의 구축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온라인 맵 형태로 구현·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시설의 위치 및 구축개요, 원리 및 특징 등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Background

  순수 연구과제의 우수한 성과에 대한 포상은 매년 다양한 

어워드를 통해 실시되었으나, 연구시설·장비의 우수한 활용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How to Work

  과학기술인프라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포상하여 공동활용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우수 사례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Background

  첨단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데 연구장비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으로, 그간 정부는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 및 제도 마련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 결과는 미흡했다. 

또한,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주체인 장비 이용자 중심의 공동활용 

장비 중개·알선서비스 시스템은 없었다.

How to Work

  국가 차원의 공동활용 장비정보를 통합·수집하고 예약까지 

가능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인 

ZEUS를 1차 구축해 시범 운영했다. 이후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장비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하여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ZEUS에서 장비활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Background

  연구장비 특성상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이를 충족할 만한 전문가가 현실적으로 부족해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How to Work

  연구장비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운영 노하우를 가진 산·학·연 

전문가를 국가연구장비 멘토로 지정하여 온라인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게 방문하여 연구장비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현장방문서비스와 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다.
ZEUS 장비활용서비스 운영
zeus.nfec.go.kr

장비구입부터 운용, 활용, 처분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종합상담 창구를 운영하다.
연구장비 클리닉서비스 운영
zeus.nfec.go.kr/clinic

전 세계에 구축된 대형연구시설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WOLF 대형연구시설정보서비스 운영
wolf.nfec.go.kr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어워드를 개최하다.
R&DIA(R&D Infrastructure Awards) 개최

05 0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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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Strategy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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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장비운영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장비운영인력을 전문직으로 존중해주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순기능직 대우,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잦은 이직 및 직업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FEC은 장비운영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장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국에 장비교육기관을 10곳 지정하여 SEE장비사관학교09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 SEE에서는 장비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자격인증제도10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연구장비에 대하여 장비운영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장비인력 지원사업11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SFREE연구장비 엔지니어 전략포럼12를 매년 개최하여 전국의 
엔지니어들이 한곳에 모여 상호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학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09

체계적인 장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교육신청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10

장비 전문성을 갖춘 
인재에 대하여 자격인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11

연구기관이 장비 
운영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

12

장비 엔지니어들 간에 
학술의 장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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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고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기관에서는 인건비 문제로 연구장비 엔지니어를 

고용하지 않고 연구시설·장비를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How to Work

  구축비용이 1억 원 이상 소요된 고가 연구장비에 대하여 

운용·관리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운영인력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Background

  연구장비 엔지니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문 직업군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연구장비 엔지니어 간 협력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공동협의체 및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없었다. 그로 인해 연구장비 운영에 

대한 정보는 소수 엔지니어들만 가지고 있는 정보로 제한되었다.

How to Work

  연구장비 관련 지원정책 및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학술세미나 개최 및 

간담회 자리 마련, 국산장비 전시, 연구장비 엔지니어 취업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Background

  연구장비 엔지니어는 연구자의 핵심 파트너로서 우수한  

R&D 성과 창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인적자원이나,  

연구자의 보조인력으로 취급받는 등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낮은 처우로 인한 이직, 전문성의 단절 등의 문제로 

전문 직업군으로 정착되기 힘들었다.

How to Work

  연구장비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더불어 운영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별한다. 

자격인증을 해줌으로써 연구장비전문가(Equipment 

Specialist)가 유망 직업군으로 조기에 뿌리내리도록 돕는 

동시에 사회적 위상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 있다.

Background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양성 및 기존 장비운영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기회가 부족해 전문가로 발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연구장비 엔지니어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반이 필요했다.

How to Work

  연구장비 엔지니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운영, 

유지관리, 고장수리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하는 장비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장비사관학교를 운영하다.
SEE 장비사관학교 운영 
see.nfec.go.kr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위상 강화를 위해 
자격인증제도를 마련하다.
연구장비전문가 자격인증제도 마련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장비운영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다.
고가장비운영인력지원사업 실시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지식공유 및 정보교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다. 
연구장비 엔지니어 전략포럼(SFREE) 개최

0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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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운영관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Strategy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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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한번 구축되고 난 뒤에도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만큼 기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절실하였으나, 미확인 장비가 수두룩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멀쩡한 장비를 창고에 두는 등  
제대로 운영·관리를 하지 않는 기관이 많았습니다.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장비의 
도입부터 처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인 NTIS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13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14을 마련하여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표준지침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기적으로 통합관리교육15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지침 이행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실태조사16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연구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이전 지원사업17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장비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보고서를 포함하여 각종 보고서들을 FEEL시설장비전자도서관18에서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13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

14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15

관리 가이드라인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

16

장비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

18

장비정보를 여러 사람이 
쉽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17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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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대한 연구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의 이해도 부족으로 관리교육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연구장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가 감사원, 국회 등에 

의해 끊임없이 지적되었다.

How to Work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의 주요내용을 담은 관리교육과 

비윤리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윤리교육의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차원의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대한 통합관리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연구자 및 관리자 

대상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Background

  그간 연구현장의 관리 실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정책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없이 다양한 정부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연구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피드백체계 

또한 부재하여 연구현장의 연구시설·장비 관리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How to Work

   연구시설·장비의 관리대상·체계·주체에 따라 50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50억 원 이상의 대형연구시설,  

장비운영인력으로 크게 분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연구기관·부처별로 통보되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하고, 기관평가, 사업평가 등에 반영되어 정부연구개발  

예산 편성 시 활용되고 있다. 

Background

  정부연구개발 투자효율성과 연구개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부터 폐기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선진화된 관리 플랫폼이 필요했다. 더 나아가 국가와 각 부처에 

연구시설·장비의 정책결정 및 정책의사 지원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했다.

How to Work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수집·관리·유통이 가능한 온라인서비스를 

구축했다. NTIS는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과 연계해 

성과물 이전을 활성화하고, 연구시설·장비 제품 및 가격정보는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검토 및 적정가격 산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Background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정보등록 미흡, 

중복·과잉구매, 공동활용 미진, 전담운영인력 부족, 관리시스템 

미비 등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표준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였다.

How to Work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도입부터 

처분까지 전주기 단계별 관리지침을 제공한다. 중복·과잉투자 

억제, 체계적 운영, 공동활용 촉진, 유휴·저활용장비 재활용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되었고,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관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서비스를 운영하다.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운영
nfec.ntis.go.kr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다.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마련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과  
장비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다.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교육 실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다.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실시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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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NFEC에서 자체 발간하는 시설·장비 관련 보고서 및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해외자료 등 시설·장비 관련 이슈들을 한데 모아 

누구나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전자도서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How to Work

  온라인상에서 보다 쉽게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보유한 자료의 손쉬운 검색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전자도서관을 구축·운영하여 시설·장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연구자, 정부기관 및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Background

  연구과제 종료, 연구분야 전환 등으로 인해 유휴·저활용 장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유휴·저활용장비가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폐기되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실정이었다.

How to Work

  유휴·저활용 장비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개선, 장비이전, 

정보공유 창구 제공 등을 통한 공급자·수요자의 매칭과 

장비이전비·수리비·교육비 등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장비 재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4대 전략목표에 맞춘 18가지 핵심업무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한 시설·장비를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설·장비 구축 예산은 감소하고 
연구생산성은 증대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Highlight Report

←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필요한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장비 재활용을 촉진하다.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실시

연구시설·장비 관련 각종 보고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전자도서관을 운영하다.
FEEL 시설장비전자도서관 운영
feel.nfec.go.kr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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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4대 전략목표에 맞춘 18가지 핵심업무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한 시설·장비를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설·장비 구축 예산은 감소하고 
연구생산성은 증대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Background

  NFEC에서 자체 발간하는 시설·장비 관련 보고서 및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해외자료 등 시설·장비 관련 이슈들을 한데 모아 

누구나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전자도서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How to Work

  온라인상에서 보다 쉽게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보유한 자료의 손쉬운 검색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전자도서관을 구축·운영하여 시설·장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연구자, 정부기관 및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Background

  연구과제 종료, 연구분야 전환 등으로 인해 유휴·저활용 장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유휴·저활용장비가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폐기되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실정이었다.

How to Work

  유휴·저활용 장비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개선, 장비이전, 

정보공유 창구 제공 등을 통한 공급자·수요자의 매칭과 

장비이전비·수리비·교육비 등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장비 재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Highlight Report

←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필요한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장비 재활용을 촉진하다.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사업 실시

연구시설·장비 관련 각종 보고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전자도서관을 운영하다.
FEEL 시설장비전자도서관 운영
feel.nf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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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조직 소개

 Introduction 
   to the
   Organization



경영철학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스펙트럼을 얻어 많은 
연구장비 창출의 기본 원리가 되었듯이  
PRISM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NFEC의 조직 경영철학입니다.

NFEC은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설립목적

주요임무

비전

미션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련 인력 양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과학기술인프라 강국 실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으로  
R&D 생산성을 극대화하라!

Passion

목표를 향한 
열정

Responsibility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Innovation

창의적인 
혁신성

Speciality

업무에 대한 
전문성

Morality

신뢰감 있는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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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1-Plan
장비기획팀

2-Do
장비심의팀

2-1
예산심의그룹

2-2
집행심의그룹

2-3
추적관리그룹

2-4
투자평가그룹

3-See
장비활용팀

3-3
정보구축그룹

3-4
정보유통그룹

3-1
활용촉진그룹

3-2
멘토운영그룹

1-3
인재양성그룹

1-4
개발원조그룹

1-1
정책기획그룹

1-2
실태조사그룹

조직도 역할수행체계장비기획팀Plan, 장비심의팀Do, 장비활용팀See의  
선순환 조직체계로 목표를 분명히 하여  
업무집중도를 높였습니다.

NFEC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핵심적인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연구기관들의 중심에서 긴밀한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기관

기획재정부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수립 지원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 연구시설·장비 관련 의견 수렴
•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협조

• 연구시설·장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정비
•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운영

• 연구시설·장비 관련 지침 및 서비스 제공
•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실시

• 연구시설·장비 관련 예산편성 협조 요청
• 연구시설·장비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 연구장비예산심의 결과 제공
• 연구시설·장비 정보 제공

• 연구장비예산심의 요청
• 연구시설·장비 관련 업무협조

관계부처

• 연구시설·장비 관련 예산편성 협조사항 지원
• 연구시설·장비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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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6. 11
연구시설·장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의 필요성 대두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방안,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07. 0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범부처 연구장비 
전담기구로 지정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세부추진방안,  
제2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태동기
2006-2008

2008. 08
‘과학기술기본계획(577 전략)’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NFEC의  
설치·운영을 결정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2010. 07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전담기관으로서의  
NFEC에 대한 주요 임무 정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개정

2010. 08
NFEC을 법에 근거한 연구시설·장비 총괄 
지원기관으로 재지정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2564,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2010. 10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총괄 전담기관인  
NFEC을 통한 연구장비 공동활용 강화 결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진화 추진계획,  
제3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성장기
2010-2012

2010. 09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전담기관으로서의  
NFEC 기능 강화 결정
국가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제4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2011. 11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총괄 전담기관인  
NFEC을 통한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 시 
연구장비에 대한 검토기능 강화 결정
정부연구개발 투자효율화 추진계획,  
제47회 국무회의

2012. 12
NFEC을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788호

2009. 03
NFEC을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총괄 
전담기관으로 지정
국가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  
제3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2009. 12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전담기관으로서의  
NFEC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신설

설립기
2009

2009. 09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위한 
NFEC을 공식 개소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617

2011. 12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 및 채용확대 보고
인재대국 진입으로 선진 일류국가 실현,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연두보고

2012. 04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및 활용현황 보고
201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결과, 
제1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2012. 06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사업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3073

2012. 12
제2차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 수립
제2차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안),  
제2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2013. 07
2012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12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안),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2013. 12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이용효율화 종합대책 수립
 2013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결과 및 
이용효율화 종합대책(안),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도약기
2013-

2013. 04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계획 수립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계획(안) 
(2013-2017),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2014. 04
2014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 시행계획 수립
 2014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 시행계획(안),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NFEC은 태동기를 거쳐 2009년 9월 25일 
설립되었고, 3년간의 성장기를 거쳐 현재는  
새로운 금자탑을 쌓아올리는 도약 단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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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EC PRISM NFEC GIZMO

NFEC 
POLISSUE 
폴리슈

연구시설·장비 
정책이슈보고서

NFEC 
RESEARCH 
리서치

연구시설·장비 
조사연구보고서

NFEC 
INFORMATION 
인포메이션

연구시설·장비 
동향정보보고서

NFEC 
STATISTICS 
스타티스틱스

연구시설·장비 
통계분석보고서

NFEC 
MANUAL 
매뉴얼

연구시설·장비 
일반지침보고서

NFEC PRISM은 국내외 연구시설·장비 관련  
유용한 고급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5종의 분야별 발간보고서입니다.

NFEC GIZMO는 연구시설·장비 관련  
연구자들에게 NFEC 주요 활동 및 발간자료들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NFEC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뉴스레터입니다.

48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Center49Introduction to the Organization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042-865-3579
www.nfe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