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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후연구원의 의의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독립된 연구자로 

정착하기까지의 추가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공계 분야에서는 학계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잡았으며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점차 보편화 

추세

 박사후연구원은 대학 R&D 체제에서 창의성이 가장 높은 인적자원으로 간주되며 여러 

연구들은 박사후연구원의 높은 연구생산성을 보고하고 있음

 박사후연구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개념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규모를 산정하거나 현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움

- 박사후연구원의 핵심적인 특성과 공통점은 1) 기간이 정해져있고, 2) 훈련을 지도하는 

멘토가 있으며, 3) 향후 학계의 경력을 지향한다는 점

- 또한 인건비는 멘토의 연구과제에 참여 또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급

 환경의 변화와 분석의 필요성

 과학기술 역량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성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박사 배출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들이 원하는 학계 일자리 증가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신규 박사의 노동시장 여건은 갈수록 악화

-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박사학위자 증가는 가장 빠른 반면, 민간 부문 진출 

비중은 낮아 학계 일자리 경쟁은 매우 치열한 편

 우리나라의 경우,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없어 수행 기간이나 활동, 

연구여건은 물론 전체적인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과학기술인력에 관해 여러 기관의 통계가 있으나 조사 대상과 방법, 분류체계의 차이 

등으로 연계가 어려워 제한적인 현황 파악만이 가능

- 이에 따라 다양한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측정도 불가능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신규 박사 대상 추적조사 결과로부터 매년 박사후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신규 박사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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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 박사후연구원 규모

 2018년 기준 신규 박사학위자 13,170명 중 국내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

하는 인력은 약 3천명 수준

- 이공계열의 신규 박사는 8,178명 중 5,076명이 학업전념박사이며 박사후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이공계 박사는 절반에 가까운 약 2,300여 명 규모

 학위 취득 이후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중 약 700명이 다른 경력 경로를 택하여 이동하여 

1.5~2년 경과 후 국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규모는 약 1,600여 명으로 추산

 해외 박사후연구원의 규모는 최대 700명 수준이며 이들은 대부분 이공계열이고 1년 

이상의 박사후연구원을 수행할 것으로 추정됨

 정리하면, 국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규모는 3년 이상 수행자를 제외하고 매년 1년차 

약 2,300여 명, 2년차 약 1,600여 명이며 해외로 진출하는 박사후연구원은 매년 약 

700명 규모로 추산됨

 분석 결과 – 박사후연구원의 특성

 학위 취득 시점에서는 약 39%, 1.5~2년 경과 후에도 약 27%의 박사후연구원이 박사

과정 지도교수의 연구실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경력 경로 개발 

지원이 절실

 박사후연구원의 평균 근로소득은 3~4천만 원 구간이 전체의 1/3 이상이며 학위 취득 

직후에는 3천만 원 미만도 약 30% 수준으로 현실화 필요

 박사후연구원들이 희망하는 직장은 대학과 출연연 및 공공연구기관이 70% 이상이며 

민간 부문보다는 학계 경력을 지향하는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음

과제 1. 박사후연구원 지원 사업 다각화

 개인기초연구사업과 마찬가지로 박사후연구원 지원도 수요가 다양하므로 수월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을 다각화할 필요

- (舊)대통령포닥, 기초과학연구원 YSF, 고등과학원 연구원 등 최고 수준의 신진연구

인력에게는 안정적인 인건비와 함께 독자적인 연구비 지원이 병행되어 확대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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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연구비는 있으나 박사후연구원을 채용할 인건비가 부족한 교원에게는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심화 연구 기회 제공

- 3년차 이상의 박사후연구원은 교육․훈련 보다는 노동의 측면이 강하므로 대학 내 

연구전담인력 확대 등 직업의 안정성과 인건비 현실화 노력 필요

과제 2. 박사후연구원 경력 개발 지원

 박사과정에서부터 민간 부문 취업을 고려한 산학협력 활동 제고 노력 필요

- 박사후연구원은 이미 학계 지향성이 매우 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산학협력 

활동은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박사과정에서부터 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 다양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인력양성 정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R&D 정책에서도 신진연구인력 채용과 

활용에 대한 우대 정책 실시

 미국은 2000년대 이후 박사후연구원이 포함된 연구과제에서 멘토링 계획 및 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박사후연구원이 포함된 연구개발 과제에서 

박사후연구원의 훈련, 지도, 경력 개발 등 멘토의 책임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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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분석의 배경 및 목적

1. 박사후연구원1)의 개념

 학위 취득 이후의 추가적인 교육․훈련기간으로 학계 진출의 필수 과정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독립된 연구자로 정착

하기까지의 추가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통칭하는 개념 

- 교수의 지도로부터 독립된 연구 경험의 축적이 목적이며 19세기 말 미국 대학의 연구원 

제도에서 기원

- 1920년대 미국 록펠러재단은 물리과학 분야에서 갓 박사를 받은 우수한 젊은 연구자들에게 

추가적인 연구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펠로우십 지원에서 박사후과정(postdoctoral) 

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부여(송재준, 2008)

 이후 생물학을 비롯하여 이공계 분야에서는 학계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

하였으며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점차 보편화 추세

 대학 R&D 체제에서 높은 연구생산성의 근원

 박사후연구원은 대학 R&D 체제에서 창의성이 가장 높은 인적자원으로 간주되며(금동화, 

2002) 여러 연구들은 박사후연구원의 높은 연구생산성을 보고하고 있음

- 다양한 조사에 따르면 학술지 게재 논문의 30~50% 이상에서 박사후연구원이 제1저자로 

나타남(성경모, 2016)

 이에 따라 주요 과학 선진국들은 대학원 과정은 물론, 박사후연구원의 육성과 지원에도 

앞장섰으며 특히 90년대 일본은 박사후연구원의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하기도 하였음(Nature, 2011)

 2007년 제정된 미국 COMPETES 법안에서는 박사후연구원이 포함된 모든 연구과제제안

서들은 이들에 대한 카운슬링, 훈련, 지도 등 멘토링 계획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였고 NSF는 

이미 2003년부터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멘토링 계획을 제안서 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음

1) 국내에서는 박사후과정, 박사후연구원, 포닥, 포스닥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박사후연구원으로 명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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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1981년부터 해외 박사후연수제도를 도입하여 1987년부터는 국내 연수로 확대

되었고(금동화, 2002) 현재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과 사업이 추진 중

 박사후연구원의 개념과 범위의 다양화

 박사후연구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학위 취득 이후 정규직 연구자로 

정착하기 이전”이라는 전통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인력도 증가

- 국내 대학에서도 전통적인 영년직(tenure-track) 전임교원 이외에 외래교수(시간강사), 

겸임교수, 기금교수, 연구교수, 강의전담교원 등 비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등 

다양한 교원 형태가 등장하면서 “박사후연구원”의 개념도 모호해지고 있음

 미국의 박사후연구원협회(National Postdoctoral Association)는 박사후연구원을 “학위를 

취득한 후 향후의 경력에 필요한 역량을 얻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연구 또는 학문적 

훈련을 지도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 국립보건원(NIH)과 과학재단(NSF)도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

* A postdoctoral scholar("postdoc") is an individual holding a doctoral degree who is 

engaged in a temporary period of mentored research and/or scholarly training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he professional skills needed to pursue a career path of his or her 

choosing (NPA 홈페이지2))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박사후연구원은 명확히 구분되는 직책이라기보다는 “박사 후

(post-doctor)”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경력 경로상의 단계(기간)의 의미가 더 강하여 다양한 

직책이 존재하므로 전체 규모를 산정하거나 현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움

-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상황에 놓인 연구자 중에서도 본인을 박사후연구원으로 인식할 

수도, 혹은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인식할 수도 있음

 박사후연구원의 핵심적인 특성과 공통점은 1) 기간이 정해져있고, 2) 훈련을 지도하는 

멘토가 있으며, 3) 향후 학계의 경력을 지향한다는 점임

- 대부분의 경우 박사후연구원의 급여는 멘토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로 지급받거나 

정부 또는 외부 기관의 박사후연구원 대상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형식이며 비정규직 

연구원의 경우 연구과제 또는 사업과는 별개의 독립된 예산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많음

2) http://www.nationapostd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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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박사 노동시장 환경 변화의 영향

 2000년대 이후 신규 박사 노동시장 여건은 갈수록 악화

 과학기술 역량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중요성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박사 배출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큰 폭으로 증가

- 1998~2006년 기간 동안 박사학위 배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5% 이상을 차지 

[그림 1] 주요국의 연평균 신규 박사 증가율(’98~’06)

자료: Nature(2011), p.276

 그러나 대부분 국가의 학계 일자리 증가는 박사 배출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신규 

박사의 노동시장 여건은 갈수록 악화

- 미국의 경우 1982~2011년 동안 이공계 분야 교원의 증가는 약 10만 명 수준이지만 

박사의 증가는 거의 80만에 이르게 되어 약 70만 명이 학계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2] 미국의 대학 교원과 신규 박사 규모 비교(’82~’11)

                 자료: Server & Janssen(2017), Fig. 1.(박기범, 2018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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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2010년에 자연과학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1,350명의 진로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 일자리를 얻은 인력은 절반(746명)에 불과하였고 이 중 학계 및 연구계로의 

진출은 162명(12%)으로 나타남(Nature, 2011)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중 박사학위자 증가는 가장 빠른 반면, 민간 부문 진출 비중은 

낮아 학계 일자리 경쟁은 매우 치열한 편(박기범, 2018; 2019)

- 신진 박사 인력의 노동시장 여건을 조사한 결과, 최소 학력 조건, 업무와 학위의 관련성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90년대에 비해 크게 하락(박기범, 2014)

 박사후연구원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체계는 부재

 박사인력 노동시장 여건의 악화에 따라 일자리를 찾기까지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박사

후연구원의 기간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

[그림 3] 미국 NIH의 R01 그랜트 수혜자의 연령 분포

                      자료: Science(2018), p.717(박기범, 2018에서 재인용함)

 우리나라의 경우,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없어 수행 기간이나 활동, 연구

여건은 물론, 전체적인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우리 정부도 박사후연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창의․도전 연구

기반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박사후

연구원의 어느 정도가 수혜를 받는지, 정책 효과는 어떠한지 등 평가도 어려움

* 2019년도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국내외 박사후연수 지원 과제는 600개 수준이며 이외에도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사업,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등을 통해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학위 취득 

후 5~7년 이내의 인력을 지원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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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목적 및 내용

 박사후연구원에 관한 기존 통계의 한계 및 조사 체계의 필요성

 현재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여러 통계는 조사 대상과 방법, 분류체계의 차이 등으로 연계가 

어려워 제한적인 현황 파악만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학위 취득 이후의 초기 경력을 관찰할 

수 있는 조사 또는 통계는 없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공계 인력 실태조사」는 산․학․연 각 부문에서 현재 정규직 

연구개발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이 주 대상

- 한국교육개발원은 「고등교육통계」에서 학사, 석사, 박사 등 배출인력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통계조사」에서는 졸업 후 1년 여 경과 시점에서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무에 대한 정보가 없고 취업기관 유형에서 “대학”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직접 분석이 불가능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사인력활동조사」는 신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박사학위자들의 

교육과 고용 및 경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표본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박사후

연구원 등 초기 경력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이 어려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신규박사조사」는 매년 신규 학위취득자들의 대학원 과정 교육과 

졸업 이후의 진로를 조사하는 체계적인 조사이지만 조사 시점이 학위 취득 직전이므로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 경로를 관찰할 수 없음

- 이외에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지역별고용조사」등 통계가 있지만 대부분 대상이 

제한된 패널이나 표본조사이고 교육 정도가 표본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박사급 인력의 

경력 과정 관찰이 어려움

 매년 이공계 분야에서만 8천명 이상의 신규 박사가 배출되지만 이들의 연구개발 관련 

일자리 진출, 정규직 여부, 박사후연구원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없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이 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음

* 박기범(2018)에서는 매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으로 누적되는 이공계 박사의 규모를 제한된 통계와 여러 

가정을 통해 최소 2천명 ~ 최대 4천명으로 추정한 바 있음

 분석의 목적 및 방법

 이 글에서는 박기범(2019)에서 실시한 신규 박사 대상 추적조사 결과로부터 매년 박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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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신규 박사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

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함

- 국내 박사후연구원의 규모를 명확히 추정함으로써 다양한 지원사업의 효과성 측정

- 박사후연구원의 수행 연구, 임금, 진로 등 현황에 기초한 지원 정책 방향 제시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원자료를 통해 

박사인력의 초기 경력 경로를 분석함

- 이 조사는 2016년 8월과 2017년 2월 졸업자들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비영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함

- 개인 조사가 아니라 국세청과 건강보험 DB와 연동된 조사이므로 신뢰도가 매우 높지만 

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어 

박사후연구원 규모를 직접 추산하기는 어려운 한계

 다음 제3장에서는 2017년 8월 및 2018년 2월 졸업자 중 추적조사에 동의한 4,608명 중 

1,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취업현황과 박사후연구원의 특성을 

분석함

- 학위 취득 직후와 일정 기간 경과 후의 현황을 박사후연구원, 취․창업, 미취업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고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연구실 특성, 수행 과제, 소득 등을 조사

- 이 조사에서는 추적조사의 특성에 따라 국외 박사후연구원 진출 인력이 과소 포함되었

으므로 국내 박사후연구원 규모 추정에 초점을 두었으며 국외 인력은 제2장의 결과와 타 

조사 결과로부터 추정함

- 표본 조사의 타당성을 제2장의 전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음

[그림 4] 분석의 개요



STEP
I In

sigh
t |

II. 신규 박사의 초기 경력 경로

11

II. 신규 박사의 초기 경력 경로

1.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 현황3) 

 학위수준-학문분야별 취업 현황4)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학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5)은 66.2%로 조사되었으며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평균 61.85%로 나타남

(한국교육개발원, 2018)

- 학문분야별로는 의약계열과 공학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으며 대학원 또는 타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자연계열이 가장 높음 

<표 1> 4년제 졸업자의 학문분야별 취업 현황

(단위: 명, %)

계열 졸업자 취업 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공학계열 80,819 71,854 48,457 67.44 7,672 9.49

교육계열 19,017 18,097 8,868 49.00 659 3.47

사회계열 96,603 90,122 54,154 60.09 2,399 2.48

예체능계열 35,653 32,161 19,554 60.80 2,152 6.04

의약계열 22,520 21,710 18,082 83.29 523 2.32

인문계열 42,161 37,606 19,889 52.89 3,233 7.67

자연계열 39,676 32,821 19,264 58.69 6,209 15.65

합계 336,449 304,371 188,268 61.85 22,847 6.7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8)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 원자료

 취업통계조사에서는 석사와 박사 졸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대학원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석사와 박사로 구분하면 취업률은 각각 75.38%와 79.8%로 나타남

- 석사 취업률도 의약과 공학계열이 높으며 인문과 예체능계열은 평균보다 크게 낮음

- 특히 교육과 자연계열의 경우, 학사 취업률은 평균보다 낮지만 석사 학위자의 취업률은 

평균과 거의 유사한 편

3) 이 절의 내용은 최정윤(2019) 제4장 제3절의 내용에서 발췌․ 정리함
4) 취업현황은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제외인정자, 기타․ 미상으로 구분되며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등
5) 취업률은 졸업자 중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제외인정자, 외국인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중 취업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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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과정 또는 타 대학원 진학률은 인문, 자연, 공학계열의 순으로 높음

<표 2> 석사 졸업자의 학문분야별 취업 현황

(단위: 명, %)

계열 졸업자 취업 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공학계열 10,403 8,349 6,815 81.63 1,068 10.27

교육계열 1,718 1,389 1,038 74.73 99 5.76

사회계열 5,235 3,124 2,342 74.97 315 6.02

예체능계열 2,606 2,170 1,274 58.71 126 4.83

의약계열 3,568 3,176 2,783 87.63 178 4.99

인문계열 3,422 2,340 1,290 55.13 398 11.63

자연계열 5,750 4,587 3,406 74.25 648 11.27

합계 32,702 25,135 18,948 75.38 2,832 8.6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8)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 원자료

- 일반대학원 박사 졸업자6)의 경우, 타 과정으로의 진학 비중은 매우 낮고 평균 취업률은 

약 80%에 달하며 계열별로는 의약과 공학계열이 가장 높은 반면, 인문계열은 50%에도 

미치지 못함

<표 3> 박사 졸업자의 학문분야별 취업 현황

(단위: 명, %)

계열 졸업자 취업 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공학계열 3,471 2,997 2,647 88.32 3

교육계열 844 783 604 77.14 1

사회계열 2,395 2,190 1,720 78.54 0

예체능계열 766 694 472 68.01 1

의약계열 2,290 2,133 1,900 89.08 0

인문계열 987 854 381 44.61 2

자연계열 2,417 2,112 1,664 78.79 3

합계 13,170 11,763 9,388 79.80 1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8)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 원자료

6) 2017년 기준 전문대학원의 박사 학위자는 일반대학원의 8% 수준인 1,088명으로 이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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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기관 유형은 대기업-중소기업간 뚜렷한 차이

 석사 졸업자의 학문분야별 취업기관 유형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진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학문분야별 특성이 나타남

- 대기업 취업 비중이 가장 높은 전공은 공학과 자연계열이며 교육 계열의 경우 초중등 

교육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취업 비중이 높음

<표 4> 석사 졸업자의 학문분야별 취업기관 유형

(단위: 명, %)

계열 대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기타
분석 

대상자1)

공학계열
1,584
(23.9)

182
(2.7)

798
(12.1)

1,121
(16.9)

2,462
(37.2)

473
(7.1)

0
(0.0)

6,620
(100.0)

교육계열
9

(1.0)
440

(47.5)
58

(6.3)
9

(1.0)
94

(10.1)
221

(23.8)
96

(10.4)
927

(100.0)

사회계열
210
(9.9)

188
(8.9)

318
(15.0)

188
(8.9)

744
(35.2)

420
(19.9)

47
(2.2)

2,115
(100.0)

예체능계열
26

(3.8)
124

(18.0)
15

(2.2)
29

(4.2)
343

(49.9)
141

(20.5)
10

(1.5)
688

(100.0)

의약계열
31

(1.2)
347

(13.0)
383

(14.3)
169
(6.3)

682
(25.5)

1,064
(39.7)

2
(0.1)

2,678
(100.0)

인문계열
23

(2.2)
254

(23.8)
69

(6.5)
35

(3.3)
298

(27.9)
379

(35.5)
9

(0.8)
1,067
(100.0)

자연계열
371

(11.3)
385

(11.8)
328

(10.0)
495

(15.1)
1,275
(39.0)

396
(12.1)

19
(0.6)

3,269
(100.0)

계
2,254
(12.9)

1,920
(11.1)

1,969
(11.3)

2,046
(11.8)

5,898
(34.0)

3,094
(17.8)

183
(1.1)

17,364
(100.0)

주 1: 분석은 전체 취업자 중 취업기관 유형 확인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8)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 원자료

 박사 졸업자의 경우, 학문분야별 차이가 더욱 뚜렷하여 공학계열의 대기업 취업 비중은 

27%에 달하는 반면 인문․사회․예체능․교육․의약계열은 매우 낮음

- 이들 전공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비영리법인의 비중이 높은데 교육계열은 

교육기관, 인문 및 예체능계열은 사립대학, 의약계열은 사립대학 또는 의료기관이 대부

분을 차지함

- 자연계열의 특성은 공학과 인문․사회계열의 중간 정도로 나타나며 전체 대기업 취업 박사 

중 공학과 자연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88.6%에 달함 

- 다만 이 조사에서 정규직 여부, 학위와 직무와의 관련성 등 취업의 질적 성과는 파악하기 

어려움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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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박사 졸업자의 학문분야별 취업기관 유형

(단위: 명, %)

계열 대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

기타
분석

대상자

공학계열
684

(27.0)
135
(5.3)

589
(23.2)

146
(5.8)

490
(19.3)

494
(19.5)

0
(0.0)

2,538
(100.0)

교육계열
2

(0.4)
252

(46.2)
27

(5.0)
2

(0.4)
42

(7.7)
171

(31.4)
49

(9.0)
545

(100.0)

사회계열
79

(5.2)
204

(13.5)
191

(12.6)
60

(4.0)
469

(31.0)
460

(30.4)
48

(3.2)
1,511
(100.0)

예체능계
열

10
(3.1)

50
(15.7)

5
(1.6)

5
(1.6)

117
(36.8)

129
(40.6)

2
(0.6)

318
(100.0)

의약계열
23

(1.3)
93

(5.4)
235

(13.7)
44

(2.6)
436

(25.5)
876

(51.2)
3

(0.2)
1,710
(100.0)

인문계열
3

(1.0)
59

(19.8)
11

(3.7)
6

(2.0)
52

(17.4)
163

(54.7)
4

(1.3)
298

(100.0)

자연계열
225

(14.5)
201

(12.9)
312

(20.1)
75

(4.8)
288

(18.5)
446

(28.7)
7

(0.5)
1,554
(100.0)

계
1,026
(12.1)

994
(11.7)

1,370
(16.2)

338
(4.0)

1,894
(22.4)

2,739
(32.3)

113
(1.3)

8,474
(1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8)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 원자료

2. 신규 박사의 취업 경로

 신규 박사의 취업 현황으로부터 대학의 박사후연구원 규모 추정

 2016년 8월 및 2017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의 10~16개월 후의 경력 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학위 취득자 13,170명 중 제외인정자7)와 기타8) 및 미상9)을 제외한 취업 대상자는 

11,763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9,388명

- 취업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8,807명이며 해외 취업자는 67명으로 조사되었음

7) 조사기준일 당시 의료급여수급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등

8)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 진학, 입대, 취업불가능, 미상, 제외인정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9) 조사기준일 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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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박사 학위 취득 이후 경력 경로 

 취업기관에서 ‘대학’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박사후연구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음

- 전체 비영리법인 취업자 2,739명 중 의약계열(876명)은 대부분 의료법인(병원)일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계열(1,863명)은 사립대학의 박사후연구원 또는 전임교원 및 정규직 

연구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취업자(994명) 중 교육계열(252명)은 대부분 교직으로 추정

되며 신규 임용 공무원 중 박사인력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 취업자는 국공립대학

으로의 박사후연구원 또는 전임교원 및 정규직 연구원10)

 매년 전체 대학의 전임교원과 정규직 연구원 신규 임용 증가 규모는 평균 약 500명 수준

이므로(박기범, 2018) 이를 모두 고려할 때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박사후연구원은 최소 약 

2,100명 수준으로 추정됨 

 다음으로 취업통계조사에서 국내 학위자의 해외 진출은 67명에 불과한데 이는 해외 박사

후연구원의 대부분이 연락이 어렵거나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취업 대상자가 아닌 

기타 또는 미상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음

- 신규박사 대상 조사 결과(송창용, 2018) 박사후과정이 확정된 인력의 국내와 국외 비중은 

각각 74.4%와 25.6%이므로 해외 박사후연구원 규모는 국내의 약 1/3인 700명 수준으로 

추정됨

 종합하면 신규 박사 중 학위 취득 10~16개월 경과 후 국내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박사후

연구원은 최소 2,100명, 국외 박사후연구원은 약 700명 수준으로 추정됨

10) 2018년 기준 전체 공무원(974,485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2.32%인 22,622명으로 직군별로는 행정기술직 2,393명, 연구직 
2,825명, 지방공무원 3,014명 등이며 교육공무원이 절반 이상인 13,652명을 차지함(인사혁신처 공무원총조사, 
http://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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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박사후연구원의 규모와 특성11)

1. 학위 취득 이후 경력 경로

 조사의 개요

 박기범(2019)에서는 박사인력의 학위 취득 이후 초기 경력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이 2018년 실시한 신규 박사조사 대상 중 추적조사에 동의한 총 4,608명 중 

1,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학위 취득 시점과 17~23개월(1.5~2년) 경과 시점의 경력을 

비교하였음

 표본은 성별, 학문분야, 그리고 학업전념자와 직장병행자12)의 비중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세부 응답률은 다음과 같음

[표 6] 추적조사의 표본과 응답률

(단위: 명, %)

구분 모집단 수(명) 표본 (명) 응답률(%)

전체 4,608 1,000 21.7

성별
남 3,004 611 20.3

여 1,604 389 24.3

박사학위 
전공계열

인문 366 80 21.9

사회 1,110 241 21.7

공학 1,423 304 21.4

자연 653 148 22.7

의약 484 100 20.7

교육(사범) 279 78 28.0

예술/체육 293 49 16.7

학업 전념 
여부

학업에 전념 1,995 448 22.5

학업과 직장 병행 2,601 552 21.2

무응답 12 0 0.0

11) 이 절의 내용은 박기범(2019) 제3장의 원자료를 재분석한 것임
12) 직장병행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학업을 병행한 인력을 말하는데 이들은 현직 교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기업 임원 등 기존 근무 여건이 우수하고 학위 취득 후 새로운 직장을 찾는 비중이 매우 낮아 학업전념자와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노동시장 관련 분석에서는 반드시 구별해야 함(박기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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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후연구원은 이공계 비중이 절대적이며 대부분 학업전념자

 학위 취득 직후의 고용상태는 박사후연구원이 19.5%, 박사후연구원이 아닌 취업 및 창업 

64.9%, 구직 중 13.1% 등으로 나타났음

- 학문분야별로는 자연, 공학, 의약 등 이공계열의 박사후연구원 비중이 타 계열에 비해 

훨씬 높아 전체의 80.5%를 차지함

- 박사후연구원에서 직장병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대부분 학업전념자인 

것으로 나타남

- 박사후연구원이 아닌 취업률은 직장병행자가 훨씬 높은데 이는 이들이 학위 과정 중에 

이미 취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며 직장병행자 중 경력을 전환하고자 하는 인력(미취업에 

해당)의 비중은 사회계열을 제외하면 대부분 10% 미만으로 매우 낮음

<표 7> 학위 취득 시점의 고용 현황

(단위: 명)

구분 박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이 

아닌 취업
미취업

(구직 중)
미취업 

(구직계획없음)
합계

인문계열 9 (11.3%) 49 (61.3%) 19 (23.8%) 3 (3.8%) 80 (100%)

(학업전념) 4 12 14 0 30 

(직장병행) 5 37 5 3 50 

사회계열 24 (10.0%) 160 (66.4%) 49 (20.3%) 8 (3.3%) 241 (100%)

(학업전념) 13 32 27 0 72 

(직장병행) 11 128 22 8 169 

공학계열 75 (24.7%) 211 (69.4%) 16 (5.3%) 2 (0.1%) 304 (100%)

(학업전념) 67 99 10 1 177 

(직장병행) 8 112 6 1 127 

자연계열 60 (40.5%) 71 (48.0%) 13 (8.8%) 4 (2.7%) 148 (100%)

(학업전념) 56 25 10 2 93 

(직장병행) 4 46 3 2 55 

의약계열 22 (22.0%) 69 (69.0%) 6 (6.0%) 3 (3.0%) 100 (100%)

(학업전념) 20 12 4 0 36 

(직장병행) 2 57 2 3 64 

교육계열 3 (3.8%) 59 (75.6%) 13 (16.7%) 3 (3.8%) 78 (100%)

(학업전념) 2 12 6 0 20 

(직장병행) 1 47 7 3 58 

예술체육계열 2 (4.1%) 30 (61.2%) 15 (30.6%) 2 (4.1%) 49 (100%)

(학업전념) 1 9 10 0 20 

(직장병행) 1 21 5 2 29 

합계 195 (19.5%) 649 (64.9%) 131 (13.1%) 25 (2.5%) 1,000 (100%)



국내 박사후연구원의 규모와 특성

18

 1.5~2년 경과 시점의 고용 현황을 비교하면 전체의 32.3%가 이 기간 동안 학위 취득 시

점과는 다른 경력의 변화가 있었으며 자연계열에서 변화가 가장 컸음

- 박사후연구원의 비중은 13.2%로 미취업 비중도 15.6%에서 12.4%로 줄어들고 박사후

연구원이 아닌 취업의 비중이 74.4%로 증가

- 박사후연구원 중 이공계열의 비중은 83.3%로 학위 취득 시점에 비해 소폭 상승

- 졸업 직후 박사후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한 인력의 약 30%는 1~2년 기간에 걸쳐 박사

후연구원이 아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조사 시점의 고용 현황

(단위: 명)

구분 박사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이 아닌 취업

미취업
(구직 중)

미취업 
(구직계획없음)

합계

인문계열 7 (8.8%) 49 (61.3%) 20 (25.0%) 4 (3.8%) 80 (100%)

(학업전념) 3 12 15 0 30 

(직장병행) 4 37 5 4 50 

사회계열 12 (5.0%) 185 (76.8%) 38 (15.8%) 6 (2.5%) 241 (100%)

(학업전념) 5 46 21 0 72 

(직장병행) 7 139 17 6 169 

공학계열 52 (17.1%) 241 (79.3%) 11 (3.6%) 0 (0%) 304 (100%)

(학업전념) 45 126 6 0 177 

(직장병행) 7 115 5 0 127 

자연계열 46 (31.1%) 90 (60.8%) 9 (6.1%) 3 (2.0%) 148 (100%)

(학업전념) 42 43 7 1 93 

(직장병행) 4 47 2 2 55 

의약계열 12 (12.0%) 82 (82.0%) 5 (5.0%) 1 (1.0%) 100 (100%)

(학업전념) 11 22 3 0 36 

(직장병행) 1 60 2 1 64 

교육계열 2 (2.6%) 63 (80.8%) 10 (12.8%) 3 (3.8%) 78 (100%)

(학업전념) 1 15 4 0 20 

(직장병행) 1 48 6 3 58 

예술체육계열 1 (2.0%) 34 (69.4%) 12 (24.5%) 2 (4.1%) 49 (100%)

(학업전념) 0 13 7 0 20 

(직장병행) 1 21 5 2 29 

합계 132 (13.2%) 744 (74.4%) 105 (10.5%) 19 (1.9%)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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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후연구원의 특성

 소속은 박사과정 지도교수 연구실이 약 40% 수준

 학위 취득 이후 곧바로 박사후연구원을 수행한 경우 지도교수의 연구실에 남는 경우가 

3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타 대학, 출연연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박사후연구원의 절대 다수인 이공계열의 지도교수 연구실 잔류 비중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반면, 인문과 사회 계열에서는 국내 타 대학 또는 연구조직의 비중이 훨씬 높아 

이공계열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표 9> 학위 취득 시점의 박사후연구원 수행 연구실

(단위: %)

구분
박사과정 
지도교수 
연구실

박사과정 
대학 타 교수 

연구실

국내 타 대학 
연구실

출연연 기타1) 합계

인문계열 11.1 11.1 44.4 - 33.3 100.0

사회계열 12.5 29.2 37.5 - 20.8 100.0

공학계열 41.3 8.0 18.7 17.3 14.7 100.0

자연계열 46.7 - 15.0 30.0 8.3 100.0

의약계열 54.5 4.5 13.6 22.7 4.5 100.0

교육계열 - 66.7 - 33.3 - 100.0

예체능계열 - 50.0 50.0 - - 100.0

합계 38.5 9.2 20.5 19.0 12.8 100.0

주: 1) 기타는 대학, 출연연이 아닌 국내 연구조직과 해외 기관을 포함하는데 이 조사에서는 추적조사의 특성에 따라 해외 진출인력이 

과소 포함되었음에 유의할 것

 이들의 현재 시점에서의 박사후과정 수행 연구실을 보면 지도교수 연구실의 비중은 공학과 

자연계열에서 크게 낮아지고 국내 타 대학과 출연연, 기타 연구조직 등 다양한 분야로 

조금씩 확대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대학과 출연연이 아닌 연구조직으로의 진출이 활발하며 이공계열과 인문․
사회계열간 뚜렷한 차이는 유지되고 있음

- 박사후연구원 제도의 기원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학위 취득 직후 박사과정 지도교수 연구실에 

머무르는 것은 수행 과제의 마무리, 해외 또는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학위 취득 1.5~2년 경과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박사후연구원의 비중이 약 1/4에 

달하는 점은 신규 박사 취업시장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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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조사 시점의 박사후연구원 수행 연구실

(단위: %)

구분
박사과정 
지도교수 
연구실

박사과정 
대학 타 교수 

연구실

국내 타 대학 
연구실

출연연 기타 합계

인문계열 14.3 14.3 28.6 - 42.9 100.0

사회계열 - 16.7 25.0 - 58.3 100.0

공학계열 25.0 7.7 23.1 25.0 19.2 100.0

자연계열 32.6 - 21.7 30.4 15.2 100.0

의약계열 58.3 - 16.7 16.7 8.3 100.0

교육계열 - 100.0 - - - 100.0

예체능계열 - 100.0 - - - 100.0

합계 27.3 7.6 22.0 22.0 21.2 100.0

 독립 연구과제는 평균 0.5개이며 인건비는 대부분 4천만 원 미만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를 독립된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와 참여과제로 구분

했을 때 학위 취득 시점과 현재 시점에서 평균 과제 수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학과 자연계열의 경우 박사후연구원이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평균 0.3~0.4개, 다른 

연구책임자 과제에 참여하는 과제는 1.5~2.0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인문·사회계열에서는 1.5~2년 경과 후 연구책임을 맡는 과제가 소폭 증가

<표 11> 박사후연구원의 수행 과제 수

(단위: 개)

구분

학위 취득 시점 조사 시점

박사후연구원이 
독립된 PI로 책임인 
연구과제 수 평균

다른 연구책임자의 
과제에 참여하는 

과제 수 평균

박사후연구원이 
독립된 PI로 책임인 
연구과제 수 평균

다른 연구책임자의 
과제에 참여하는 

과제 수 평균

인문 0.9 1.1 1.1 0.6

사회 0.9 2.8 1.6 1.6

공학 0.3 2.0 0.3 2.1

자연 0.3 1.6 0.4 1.5

의약 0.4 1.7 0.4 1.3

교육(사범) 1.0 1.3 1.5 1.5

예술/체육 1.5 0.5 2.0 0

전체 0.5 1.9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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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후연구원의 연간 근로소득(세전)은 3~4천만 원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3천만 원 미만

이라는 응답도 학위 취득 시점에는 약 30%에 달함

- 1.5~2년 경과 후 3천만원 미만의 비중은 줄어들고 4천만 원 이상의 분포가 증가하는 

등 소득 증가가 뚜렷함

- 전공별로는 이공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2> 박사후연구원의 연간 근로소득 분포

(단위: 명)

구분
2,000만
원 미만

2,000~
3,000만
원 미만

3,000~
4,000만
원 미만

4,000~
5,000만
원 미만

5,000~
6,000만
원 미만

6,000~
7,000만
원 미만

7,000~
8,000만
원 미만

8,000~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학위 
취득 
시점

인문 - 5 4 - - - - - -

사회 4 6 8 1 2 - 1 1 1

공학 3 12 29 13 11 2 3 1 1

자연 3 14 21 9 10 2 1 - -

의약 2 5 7 6 2 - - - -

교육 - 2 - - 1 - - - -

예술/체육 1 - 1 - - - - - -

전체
13

(6.7%)
44

(22.6%)
70

(35.9%)
29

(14.9%)
26

(13.3%)
4

(2.1%)
5

(2.6%)
2

(1.0%)
2

(1.0%)

현재 
시점

인문 - 4 3 - - - - - -

사회 1 2 3 1 2 1 - 1 1

공학 - 6 17 14 8 2 3 1 1

자연 2 9 16 8 8 2 1 - -

의약 - 3 3 5 1 - - - -

교육 - 2 - - - - - - -

예술/체육 - - 1 - - - - - -

전체
3

(2.3%)
26

(19.7%)
43

(32.6%)
28

(21.2%)
19

(14.4%)
5

(3.8%)
4

(3.0%)
2

(1.5%)
2

(1.5%)

주: 6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0% 가까운데 이는 설문 문항이 ‘연간 총 근로소독(세전 기준)’으로 되어 있어 박사후연구원으로서의 

급여 이외의 기타 소득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확인 불가

 박사후연구원 인건비의 재원은 지도교수 개인연구비와 정부의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이 

각각 학위 취득 시점 35.9%와 29.7%에서 1.5~2년 경과 후에는 31.1%로 소폭 감소했고 

그 외 기타 재원의 비중이 28.2%에서 32.6%로 증가하였음

 박사후연구원 이후 진로는 학계 지향성이 매우 높음

 박사후연구원 이후 희망하는 직장은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가장 높아 박사후

연구원의 높은 ‘학계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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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취득 시점에 비해 1.5~2년 경과 후에는 대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민간 

부문으로의 진출 희망 비중은 감소

<표 13> 박사후연구원의 희망 직장

(단위: %)

3. 박사후연구원의 규모 추정

 신규 박사 중 국내 박사후연구원으로의 진입 인력은 약 2,300여 명 규모 

 학위를 취득한 후 곧바로 박사후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신규 박사는 전체의 19.5%로 

대부분 학업전념자이며 학문분야별로는 이공계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

- 이 결과를 모집단에 적용하면 매년 신규 박사 중 박사후연구원 진입자는 이공계에서만 

약 2,340명으로 추정됨

 이후 약 700명 가량의 박사후연구원이 다른 노동시장으로 진출하여 학위 취득 후 1.5~2년 

정도 경과 후의 박사후연구원은 약 1,620명 규모로 추정됨

-  1.5~2년 경과 후 박사후연구원 중 이공계의 비중은 83.3%로 증가

구분
정부/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공공
연구소

민간
기업

민간기업 
연구소

민간
비영리 
기관

대학(교)
창업 및 
자영업

기타

학위 
취득 
시점

인문 - - 44.4 - - 11.1 44.4 - -

사회 - 16.7 29.2 - - - 41.7 8.3 4.2

공학 6.7 9.3 38.7 4.0 12.0 - 26.7 - 2.7

자연 6.7 1.7 41.7 3.3 16.7 3.3 23.3 - 3.3

의약 - 18.2 36.4 - 4.5 - 40.9 - -

교육(사범) - - 33.3 - - - 66.7 - -

예술/체육 - - - - - - 50.0 50.0 -

전체 4.6 8.2 37.9 2.6 10.3 1.5 30.8 1.5 2.6

현재 
시점

인문 - - 28.6 - - 14.3 57.1 - -

사회 - 8.3 16.7 - - - 58.3 16.7 -

공학 9.6 13.5 42.3 1.9 5.8 - 25.0 - 1.9

자연 - 6.5 41.3 2.2 8.7 2.2 34.8 - 4.3

의약 - 16.7 25.0 - 8.3 - 50.0 - -

교육(사범) - - - - - - 100.0 - -

예술/체육 - - - - - - 100.0 - -

전체 3.8 9.8 36.4 1.5 6.1 1.5 37.1 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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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공계 박사의 초기 경력 경로 추정치

 앞서 제2장에서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조사의 결과로부터 학위 취득 10~16개월 경과 후 

“국내 대학에서 근무하는” 박사후연구원 규모를 인문․사회․예체능․교육 계열을 모두 포함하여 

약 2,100명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대학이 아닌 출연연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수행하는 인력을 

고려하면 제3장의 추정치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임

- 박사후연구원에서 이공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이며 대학이 아닌 연구기관의 

박사후연구원 비중이 학위 취득 시점에 약 30% 수준이므로 대학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규모는 약 2,050명13)에 해당하여 제2장의 추정 결과와 거의 일치함

 정리하면 국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은 학위 취득 직후 약 2,340명이며 학위 취득 1.5~2년 

경과 후에는 일부가 다른 직업을 택하여 약 1,620명 규모로 감소

- 3년차 이상의 박사후연구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조사 대상을 패널로 구성하여 

지속 관찰할 필요

- 본 조사에서의 박사후연구원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멘토가 존재하여 본인이 박사후

연구원으로 분명하게 인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3년차 이상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대상 설정이 필요

13) (2,340 ÷ 0.8) × 0.7 = 2,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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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분석의 요약

 박사후연구원의 규모

 2018년 기준 신규 박사학위자 13,170명 중 국내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인력은 모든 학문분야에 걸쳐 약 3천명 수준

- 이공계열의 신규 박사는 8,178명 중 5,076명이 학업전념박사이며 박사후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이공계 박사는 그 중 절반에 가까운 약 2,340명 규모

 학위 취득 이후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중 약 700명이 다른 경력 경로를 택하여 이동하여 

1.5~2년 경과 후 국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규모는 약 1,620명으로 추산됨

 해외 박사후연구원의 규모는 최대 700명 수준이며 이들은 대부분 이공계이며 1년 이상의 

박사후연구원을 수행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국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규모는 3년 이상 수행자를 제외하고 매년 1년차 약 

2,300여 명, 2년차 약 1,600명이며 해외로 진출한 박사후연구원은 매년 약 700명 규모로 

추산됨

 본 연구에서는 추적조사의 한계에 따라 3년차 이상의 박사후연구원의 현황은 파악할 수 

없었으며 향후 추적조사의 확대 및 체계적 통계 구축이 필요함

 박사후연구원의 특성

 학위 취득 시점에서는 약 39%, 1.5~2년 경과 후에도 약 27%의 박사후연구원이 박사과정 

지도교수의 연구실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경력 경로 개발 지원이 절실

- 본인이 연구책임인 과제가 있는 박사후연구원은 전체의 절반, 공학과 자연계열의 

경우 30% 수준에 불과하여 독립된 연구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박사후연구원의 평균 근로소득은 3~4천만 원 구간이 전체의 1/3 이상이며 학위 취득 

직후에는 3천만 원 미만이 약 1/3에 달해 급여 수준의 현실화 필요

 박사후연구원들이 희망하는 직장은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70% 이상이며 민간 

부문보다는 학계 경력을 지향하는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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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후연구원 지원 정책 방향

 역량에 따른 맞춤형 박사후연구원 지원 사업 추진

 국내 주요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은 교육부의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14), 박사후국내외

연수사업, 대통령포닥펠로우십사업15) 등이며 예산은 총 873억 원, 지원 과제는 약 2천개 

수준임

-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사업의 경우 박사후연구원이 포함되기는 하나 인건비가 아닌 

연구비로 연 1~5천만 원을 지원하므로 멘토가 있는 박사후연구원보다는 비정년트랙 

또는 비전임교원 등 준독립적인 연구자가 주 대상

- 박사후국내외연수사업은 인건비 성격으로 연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연구비는 있으나 

박사후연구원을 채용할 인건비가 부족한 교원에게 효과가 큼

- 2020년에도 약 1,500개의 신규 과제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공계 신규 박사후연구원 증가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의 지원 수준이 유지된다면 지원 과제 수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

<표 14> 교육부의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기간 ’19 예산
지원 과제 수

’19 신규 계속
창의․도전연구기

반지원
대학 내 박사후연구원과 

비전임교원
1~3년 534억원 777개 750개

박사후연수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내국인
1~3년 270억원 500개 100개

대통령포닥펠로
우십

만 39세 이하 박사 5년 69억원 - 67개

 한편, 2017년 이후 개인기초연구사업의 확대와 함께 일부 사업에서는 박사후연구원의 

포함을 의무화하거나 박사후연구원이 연구진에 포함될 경우 연구비를 상향하는 등 간접적인 

박사후연구원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개인기초연구사업과 마찬가지로 박사후연구원 지원도 수요가 다양하므로 수월성과 안정성

이라는 두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을 다각화할 필요

- (舊)대통령포닥, 기초과학연구원 Young Scientist Fellow, 고등과학원의 연구원 등 최고 

수준의 신진연구인력에게는 안정적인 인건비와 함께 독자적인 연구비 지원이 병행․확대될 

필요

14) 舊 리서치펠로우사업
15) 2017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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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연구비는 있으나 박사후연구원을 채용할 인건비가 부족한 교원에게는 박사후연구

원에 대한 안정적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심화 연구 기회를 제공할 필요

- 3년차 이상의 박사후연구원은 교육․훈련 보다는 노동의 측면이 강하므로 대학 내 연구전담

인력(Staff Scientist) 확대 등 직업의 안정성과 인건비 현실화 노력 필요

 박사후연구원 경력 개발 지원 확대

 박사후연구원은 학계 지향성이 매우 높은 집단으로 희망 직장은 공공 부문이 2/3 이상을 

차지하며 1.5~2년 경과 후에는 학계 지향성이 더 상승

 그러나 국내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로 신규 박사의 민간 부분 진출 확대는 공공 부문 일자리 

정체에 따른 수급 불균형 해소 뿐 아니라 창의적 과학기술 전문지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과제(박기범, 2017)

- 매년 공공 부문의 정규직 연구개발 일자리 증가는 최대 1천명 수준으로 배출 학위자, 신규 

박사후연구원, 해외 유학박사 등 경쟁에 비해 크게 부족한 현실이며(박기범, 2018) 단기간 

내 확대도 어려움

 따라서 박사과정에서부터 민간 부문 취업을 고려한 산학협력 활동 제고 노력 필요

- 올해부터 시범 실시되는 혁신성장선도고급연구인재성장지원(KIURI)사업은 박사후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취업과 연계된 산학협력을 지원하나 본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박사후연구원은 이미 학계 지향성이 매우 강하여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박사과정에서

부터 학위 취득 이후의 진로 다양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인력양성 정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R&D 정책에서도 신진연구인력 채용과 활용에 

대한 우대 정책 실시

 미국은 2000년대 이후 박사후연구원이 포함된 연구과제에서 멘토링 계획 및 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박사후연구원이 포함된 연구개발 과제에서 박사후

연구원의 훈련, 지도, 경력 개발 등 멘토의 책임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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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호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업가정신 -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2017.01.15.

제205호 여성 기업가정신 증진 및 창업 활성화 방안 2017.01.01.

2018년

제221호 Post-PBS 시대의 새로운 연구개발정책 방향과 과제 2018.02.05.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 선임연구위원

(email: soli@stepi.re.kr / Tel: 044-287-2134)

| 주요경력 |

∙ 2019 –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05 – 20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19 –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기초기반전문위원회 위원

∙ 2017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추진위원회 위원

| 주요연구실적 |
∙ 박기범 외(2018), ｢기초연구사업 확대에 따른 대학 R&D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기범 외(2017), ｢민간부문 이공계 박사인력의 연구개발활동과 특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기범 외(2016),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기범 외(2015),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성과와 한계｣, STEPI Insight, 16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기범 외(2014), ｢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기범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 연구원

(email: hjpark@stepi.re.kr / Tel: 044-287-2236)

| 주요경력 |

∙ 2017 -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 2016 - 2017 산업연구원 연구원

| 주요연구실적 |

∙ 박현준·김영수·안형준(2020), 「DEA-SBM을 이용한 국내 우주산업의 경영효율성 분석 : 발사체」, 『산업혁신

연구』, 36(1), pp. 1-17.

∙ 박현준·임영태(2020), 「지역성장률시차분석을 이용한 충청남북도 물류산업 고용성장기여도 분석」, 『한국교통정책

경제학회지』, 13, pp. 37-46.

∙ 손희철·박현준·김영신(2019), 「한국형 영농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분석」, 『지역사회연구』, 27(2), pp. 1-12.

∙ 김가은·박현준(2019),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개인의 특성이 스마트 헬스케어 이용 경험에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19(4), pp. 41-53.

∙ 박현준·심우중·이자연(2018), 「DEA와 Malmquist를 이용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분석」, 『산업

혁신연구』, 34(2), pp.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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