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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Ⅰ. 들어가는 글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역할 확대와 위상 강화, 과학기술력 향상, 정부의 전략적 

기초연구 투자 비중확대* 등에 따라 노벨과학상 수상에 대한 기대가 증가

* 정부연구개발 예산 기초연구 비중 : 25.6%(ʼ08) → 35.2%(ʼ12) → 40%(ʼ17)

특히 2011년 콜롬비아 대학 김필립 교수의 노벨물리학상 수상 대상 제외 논란과 2000년 

이후 일본은 노벨과학상 10개를 수상*함에 따라 언론과 과학기술계의 노벨과학상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

* 2008년 물리학상 수상자로 미국에 귀화한 난부 요이치로를 포함

그러나 국내외 한국인 과학자 가운데 노벨과학상 전 단계상으로 불리는 라스커상

(Lasker Awards)와 울프상(Wolf Prize), 징후자로 언급되는 톰슨로이터 노벨상 수상자 

예측(Thomson Reuters Citation Laureates) 선정자와 노벨 심포지엄 초청발표자도 없는 실정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기초과학연구원 육성 등을 중심으로 정부 중심의 

다양한 기초연구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기초연구의 미흡한 성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

정부는 제3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추진(ʼ13~ʼ17)을 통해 정부연구개발 예산 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함께 2017년 SCI 피인용도 상위 1% 논문 수 세계 10위권 달성*과 세계 최고 

수준 선도연구자 육성**을 추진 중

* 2011년 1,268편(세계 15위) → 2017년 5,000편(세계 10위)

** 2011년 49명 → 2017명 100명 이상(SCI 피인용 0.1% 논문 주저자)

이와 함께  모험 및 융합분야 촉진, 성실실패 용인 등 연구자 중심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

그러나 SCI 논문으로 대표되는 기초연구 성과는 양적 성과에 비해 낮은 질적 수준* 등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

* 우리나라 2011년 SCI 논문은 44,718편으로 세계 11위 수준이나 피인용 상위 1% 논문은 1,268편으로 

세계 15위, 전체 논문 가운데 상위 1% 논문 비율은 0.71%, 최근 5년간(ʼ07~ʼ11)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수는 3.77회로 세계 30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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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원 외(2011) 전승준 외(2011) 홍성욱, 이두갑(2013)

신진연구자의 도전적･창의적 연구
지원 강화, 기초연구 시스템 선진화

창의적 탈추격형 R&D체제 전환과 
개방형혁신체제 강화

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고위험 
혁신적 기초연구 추진

과학기술외교 강화

Big Question을 항상 염두할 것
적절한 수준의 선행연구 리뷰
동료와 협력을 위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본 주제 이외) 이차 주제 탐색
융합연구를 위한 최신 혹은 

타분야 분석기구에 대한 관심

고위험-고보상 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 수단 개발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다학제적,
기구적 성격 연구 지원

유연하고 지속적인 연구지원체제 
도입

(출처) 각 저자의 출처는 참고문헌에 명시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논의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초연구의 경제적 파급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조경제 핵심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

단기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창의적 기초연구를 미래 가치 창출 원천으로 인식

주요국들은 기초연구 주도권 유지 혹은 확보와 상용화 촉진 등 경제활성화 기여를 고려한 

기초연구 정책 추진을 강조

※ (미국) 기초연구로 새로운 산업 플랫폼 형성, (EU) 기획단계에서 상용화까지 고려한 체계적 기초

연구 기획, (일본) 새로운 산업  기반 창출 등 기초연구와 산업(경제성장)과의 전략적 연계 등을 강조

정부는 시장과 시스템 실패 보완 역할을 위해 대학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추진하는 등 다수의 노벨과학상을 배출하고 있으나, 최근 민간기업 및 민간재단 

지원을 통한  과학자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증가 추세

인류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혁신적 기초기술을 개발한 민간기업 연구자와 비영리 

민간재단 지원을 수혜한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증가

현재까지 국내에서 논의된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한 정책연구 등의 결론은 주로 정부의 

역할 및 정책추진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표 1> 그간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한 주요 전략 및 제언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그간 정부 중심 노벨과학상 수상 논의를 넘어 민간기업과 민간재단 등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공하자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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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3년 노벨과학상 수상자 특징

○ 생리의학상 수상자 3명 모두 라스커 기초의학연구상, 물리학상 수상자 2명 모두 울프 물리학상 등 

노벨 전단계 상이라 불리우는 상들을 수상

○ 톰슨로이터 노벨상 수상자 예측에서도 물리학상 수상자 두 명은 올해 예측자이며, Thomas C. 

Südhof를 제외한 생리의학상 수상자 두 명, 화학상 수상자인 Martin Karplus는 기존 예측자 

명단에 포함

○ 미국국적자가 6명으로 그 가운데 2중 국적자 2명과 3중 국적자 1명을 포함, 유대인 역시 전체 수상자 

가운데 6명이며, 그 가운데 5명이 미국계 유대인으로 미국국적자와 미국계 유대인 강세가 지속

○ 3개 수상 분야 별 한명씩 노벨심포지엄 발표 경험이 있으며, 생리의학상 Randy W. Schekman은 

1991년, Thomas C. Südhof는 1986년부터 미국 비영리 민간재단인 하워드휴즈 재단 Investigator 

Program을 통해 각각 22년, 27년째 지원을 받고 있음

○ 화학상 수상자들은 기초분야가 아닌 구조 및 화학반응 과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상을 하는 등 연구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평가

<표 2> 2013년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의 주요 특징(관련 통계는 첨부자료 참고)

수상자 라스커상 울프상
톰슨로이터 

예측
노벨 심포지엄 

발표여부
유대인
여부

국적
민간재단 
지원 여부

화
학
상 

Martin Karplus - - 2011 1996* ㅇ
미국, 오스트리아

(출생국)
-

Michael Levitt - - - - ㅇ
미국, 이스라엘, 영국

(출생국:남아공)
-

Arieh Warshel - - - - ㅇ
미국, 이스라엘

(출생국)
-

물
리
학
상

François Englert -
2004

물리학상
2013 - ㅇ 벨기에 -

Peter W. Higgs -
2004

물리학상
2013 2005** - 영국 -

생
리
의
학
상

James E. 
Rothman

2002 기초의학
연구상

- 2009 - ㅇ 미국 -

Randy W. 
Schekman

2002 기초의학
연구상

- 2009 - ㅇ 미국
1991
～현재 

Thomas C. 
Südhof 

2013 기초의학
연구상

- - 2011*** -
미국

독일(출생국)
1986
～현재

(출처) 노벨상 홈페이지 수상자 인적사항 등을 참고로 분석

* (심포지엄 주제 (번호)) Femtochemistry and Femtobiology: Ultrafast Reaction Dynamics at Atomic-Scale 
Resolution (NS 101), (발표주제) Protein Dynamics in Femtochemistry and Femtobiology

** (심포지엄 주제 (번호)) Controlled Nanoscale Motion in Biological and Artificial Systems (NS 131), (발표주제) 
Brownian Motors: New Results - New Applications & New Goals.

*** (심포지엄 주제 (번호)) Machines, Molecules and Mind (NS 149), (발표주제) How presynaptic terminals release 
neurotransmitters – a miracle of speed and 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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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간기업 소속, 재단 지원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 분석

1. 민간기업 소속 수상자

노벨과학상 수상 당시 기업 소속 혹은 기업 소속 당시 업적으로 수상한 과학자는 전체 

수상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대별) 1901~2013년 전체 노벨과학상 수상자 566명(물리학상 196명, 화학상 166명, 

생리의학상 204명)의 4.4%인 25명으로 1970년대 이후 증가 추세

(출처) 노벨상 홈페이지 수상자 소속 등을 활용하여 분석

[그림 1] 민간기업 소속 수상자 및 민간기업 소속 시 업적으로 수상한 수상자 수

(분야별) 물리학상이 19명, 화학상이 5명, 생리의학상이 1명으로 인류 생활의 혁신을 

주도한 산업적 응용성이 높은 첨단기술을 개발한 물리학상이 76%를 차지

- 2000년 물리학상은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집적회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전자회로와 

부품의 경량화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등 마이크로 전자공학기반을 구축한 

Jack S. Kilby가 수상

- 2009년 물리학상 수상자인 Charles Kuen Kao는 정보통신혁명 핵심기술인 광섬유 

전송을 연구해 현재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활용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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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수상

년도

수상자

(국적)
소속 업적 분야

물리

1909
Guglielmo 
Marconi 

(이탈리아)

Marconi Wireless 
Telegraph Co. Ltd.

(영국)
무선전신 기술 개발 

Applied 
Electromagnetism, 
Electromagnetism

1912
Nils Gustaf Dalén

(스웨덴)

Swedish 
Gas-Accumulator Co. 

(스위스)

등대용 가스 저장기에 쓰이는
자동 조절기 발명

Applied Mechanics

1937
Clinton Joseph 

Davisson 
(미국)

Bell Telephone 
Laboratories
(뉴욕, 미국)

전자에 의해 굴절된 결정 내에서의 
상호간섭 현상을 실험적으로 증명

Crystallography, 
Electromagnetism

- 2009년 물리학상 수상자인 Willard S. Boyle, George E. Smith는 광학적 영상이미지를 

전기적 데이터로 전환하는 디지털 카메라 등의 필수 부품인 CCD(Charge coupled 

device)형 이미지 센서를 개발

(소속별) Bell Lab.이 7명(1939, 1956, 1977, 1978, 2009년), IBM이 5명(1973, 1986, 

1987년), GE가 2명이며, 그 외 11개 기업이 1명의 수상자를 배출

- William Bradford Shockley(1956년 물리학상) 수상 업적이 Bell Lab. 재직 시 발견

했음을 고려하면, Bell Lab.은 8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

(국적별) 16명의 소속 기업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나, 1986년과 1987년 물리학상 

수상자 4명을  배출한 IBM Zurich Research Laboratory가 미국계 기업임을 고려하면 

미국계 기업이 20개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

- 1970년대 이후 2009년 물리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Standard Tele communication 

Laboratories와 2002년 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Shimadzu Corp.를 제외한 16명 

모두 미국기업 소속

- 지속적인 노벨과학상의 미국 편중현상과 일치하며, 미국이 기초연구와 함께 산업화를 

통해 인류 삶의 혁신을 유도하는 혁신적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을 설명

<표 3> 기업소속 혹은 기업소속 시 업적 기반 노벨과학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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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수상

년도

수상자

(국적)
소속 업적 분야

1956

Walter Houser 
Brattain
(미국)

Bell Telephone 
Laboratories
(뉴저지, 미국) 반도체 연구와 트랜지스터

효과 발견

Instrumentation, 
Semiconductor 
TechnologyWilliam Bradford 

Shockley1)

(미국)

Semiconductor 
Laboratory of Beckman 

Instruments(미국)

1973

Ivar Giaever
(미국) 

General Electric 
Company(미국)

반도체와 초전도체의
터널링 현상 발견

Condensed Matter 
Physics, 

Semiconductors

Leo Esaki1)

(일본)
IBM Thomas J. Watson 
Research Center(미국) 

Condensed Matter 
Physics, 

Semiconductors

1977
Philip Warren 

Anderson 
(미국)

Bell Telephone 
Laboratories
(뉴저지, 미국)

자기시스템과 불규칙 시스템의 
전자 구조

Condensed Matter 
Physics

1978

Arno Allan 
Penzias (미국) Bell Laboratories

(뉴저지, 미국)
우주의 초단파 배경 복사 발견과 

대폭발 이론 연구
Astrophysics

Robert Woodrow 
Wilson (미국)

1986

Gerd Binnig 
(독일)

IBM Zurich Research 
Laboratory
(스위스)

주사터널링 현미경 설계를 통한 
미세 원자구조 관찰에 기여 

Condensed Matter 
Physics,

Instrumentation
Heinrich Rohrer 

(스위스)

1987

J. Georg 
Bednorz (독일) IBM Zurich Research 

Laboratory
(스위스)

세라믹 물질에서 초전도를 발견 Superconductivity
K. Alexander 
Müller (스위스)

1988
Melvin Schwartz 2)

(미국) 
Digital Pathways

(미국)

중성미자 빔 방법과
뮤온 중성미자의 발견을 통한

경입자의 이중구조 규명
Particle Physics

2000
Jack S. Kilby

(미국) 
Texas Instruments

(미국)
복합반도체 개발, 집적회로 개발

Electronics 
Technology

2009
Charles Kuen 

Kao3)

(영국, 미국)

Standard 
Telecommunication 

Laboratories
(영국)

광섬유를 이용해 빛의
전달과정을 규명

Instr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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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수상

년도

수상자

(국적)
소속 업적 분야

George E. Smith 
(미국) Bell Laboratories

(뉴저지, 미국)
CCD(Charge coupled device)형 

이미지 센서 개발

Instrumentation, 
Semiconductor 
TechnologyWillard S. Boyle 

(미국, 캐나다)

화학

1932
Irving Langmuir 

(미국)

General Electric 
Company

(미국)

기체 안에서의 방전현상, 전자방
출과 텅스텐의 고온 표면화학에 

관한 연구
Physical Chemistry

1987
Charles J. 
Pedersen 

(미국)

Du Pont
(미국)

다른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분자 개발

Organic Chemistry

1993
Kary B. 
Mullis4)

(미국)

Cetus
(미국)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방법을 발명하여 DNA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
Biochemistry

2001
William S. 
Knowles4)

(미국)

Monsanto
(미국)

촉매를 이용한 비대칭
합성기법 개발

Industrial Chemistry, 
Organic Chemistry

2002
Koichi Tanaka 

(일본)
Shimadzu Corp.

(일본)
생물학적 거대분자의

질량 측정
Physical Chemical 

Methodology

생리 
의학

1948
Paul Hermann 

Müller5)

(스위스)

Laboratory of the J.R. 
Geigy Dye- Factory Co. 

(스위스)

DDT가 곤충에 미치는
강력한 독성 발견

Chemistry,
Disease Transmission, 

Toxicology

(출처) 노벨상 홈페이지 및 위키피디아의 각 수상자별 정보 활용

1) William Bradford Shockley(1956년 물리학상) 업적은 Bell Lab., Leo Esaki(1973년 물리학상) 업적은 Sony 재직 시 발견

2) Melvin Schwartz(1988년 물리학상)은 콜롬비아 대학 교수시절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에서 공동수상자인 Jack 

Steinberger, Leon M. Lederman과 함께 연구한 업적으로 수상하였으며, 1970년 자신이 설립한 Digital Pathway 

대표이사로 활동 중 수상 중 수상하여 노벨상 홈페이지에는 Digital Pathway 소속으로 기재

3) Charles Kuen Kao(2009년 물리학상),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교수를 겸직

4) Kary B. Mullis(1993년 화학상), William S. Knowles(2001년 화학상) 소속은 노벨상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각각 Cetus와 Monsanto 소속 시 연구 결과로 수상

5) DDT는 오랜 기간 살충제로 널리 사용되어 병충해 감소와 식량의 대량생산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DDT의 광범위한 

사용과 지속적 살충효과가 동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 먹이 사슬 파괴 징조를 보이면서 1970년대 이후 대부분 

국가들이 DDT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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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Bell Lab.과 IBM의 공통점은 세계적 우수인재 발굴, 채용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연구 등 개방형 혁신을 중시한다는 점

(Bell Lab.) 1925년 설립 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우수 인재 채용과 혁신적 연구평가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통신, 기초과학기술 분야 3만 개 

이상 특허를 보유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연구기관

- 연구원의 출신 국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다른 관점과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 모여야 

창의적 솔루션을 낼 수 있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설립초기부터 연구원 절반은 다른 

나라 출신으로 구성

- 일반적으로 사전에 설정된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는 일반적 평가기준과 달리 얼마나 

세상을 놀라게 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활용

- 헤드쿼터(Murry Hill)를 포함해 전 세계에 8개의 연구센터를 운영*, 세계 200여 개의 

파트너와 250개 이상 대학 및 과 연구기관과의 협력, 100개 이상의 표준기관에 참여하는 

등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구축

* 미국(Holmdel), 프랑스(Villarceaux), 벨기에(Antwerp), 독일(Stuttgart), 아일랜드(Dublin), 

인도 (Bangalore) 한국(서울) 등

- 연구의 다차원성(multiple dimension of research)과 융합적 상호작용(cross-discipline 

interaction), 기초연구(fundamental research)를 중시

- 연구자들은 고객, 비즈니스 조직, 연구자 네트워크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다수의 성과는 점심시간 토론, 다른 연구자들와  수행한 예상하지 못한 실험 결과, 전혀 

관계없는 프로젝트 등 독특한 방법 등을 통해 도출

- 미션은 ʻ확고한 혁신적 R&D의 산업 리더로, 시장에서 Alcatel-Lucent에게 확실한 

이득을(To be the undisputed industry leader in innovative R&D, giving 

Alcatel-Lucent a decisive advantage in the marketplace)ʼ임
- ʻ혁신을 혁신하라(Innovating Innovation)ʼ로 대표되는 Bell Lab. 문화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① 다양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임계수준, ② 기업가적 페르소나)를 

통해 발명과 혁신이 빠르게 검증되어 가치 있는 서비스, 솔루션, 제품 등으로 전환시키는 

독특한 문화가 주요 성과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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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임계수준, critical mass of diverse scientists 

and engineers) 다양한 빅아이디어 생성과 연구를 위해 독특한 학문분야의 너비와 

깊이를 보유하는 등 최고 전문가를 활용해 복잡한 이슈들을 다양한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

(기업가적 페르소나, entrepreneurial persona) 유망한 연구자산 등에 대한 연구 

통찰력과 단 시일 내에 혁신이 상용화되고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가적 

페르소나를 투입하고 Bell Lab.만의 프로세스 개발 적용

- 현재는 Alcatel-Lucent의 연구조직으로 2012년 Alcatel-Lucent 매출의 약 16%인 

23억 유로(약 3조 5천억)를 연구개발에 투자하였으며, 약 30,700개의 유효특허를 

보유하고 4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

- 그러나 Bell Lab.은 과거 모기업 AT&T의 강력한 지배력으로 안정적 성장을 누렸지만, 

1984년 미국의 반독점법에 의해 AT&T가 강제 분할되고 Alcatel-Lucent 연구조직으로 

전환된 후 그 명성은 다소 쇠퇴하였음

(IBM) 1911년 CTR(Computing-Tabulating-Recording Company)를 전신으로 

1924년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으로 회사명을 변경

- 세계 최초 전자타자기인 ELECTROMATIC(1935), 과학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FORTRAN 

(FORmula TRANslation), 메인프레임 360 시리즈, PC 전신인 5100 포터블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등 혁신적 제품과 시스템을 개발

- 1945년 콜롬비아 대학에 Watson Scientific Computing Laboratory를 설립하고 

순수과학 연구에 기여를 시작

- ʻThink, Progress, Innovationʼ으로 대변되는 기업 문화와 ʻ회사와 세상을 위한 혁신ʼ의 

핵심가치가 노벨과학상 수상의 주요 원인

- 노벨과학상 수상분야들이 IBM 사업분야와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IBM이 제공한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활용해 발견했고 주사터널링 현미경 설계 등은 실제 산업계와 IBM에 많은 

영향을 미침



12

ISSUE PAPER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 행동과학, 화학, 컴퓨터 사이언스, 전자공학, 재료과학, 수학, 물리학, 서비스 사이언스 

등 다양한 연구분야 전공자들이 고위험 탐색적 연구를 함께 수행하며 미국 특허 1위 

기업으로 자리 매김

- 현재 IBM은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기업이라기보다 100년 이상 지속적인 변신을 통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성공적 기업으로 명성이 높음

- 미국 Watson 연구소를 헤드쿼터로 중점분야가 다른 미국 내 2개 연구소와 8개국에 

중점 연구분야가 다른 12개 연구소를 운영 중

(출처) John Vergo, The World is Our Lab, IBM, 2012.

[그림 2] IBM의 글로벌 연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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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재단 or 민간재단 소속 및 지원 연구자 수상 현황

1 하워드휴즈 의학연구소(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이하 HHMI)

미국 대표적 항공사 중 하나였던 TWA항공사 설립자인 하워드 휴즈가 1953년 의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민간연구기관

1985년 하워드휴즈 사망 후 TWA사와 의학연구소를 이양 받은 신탁인들이 1989년 GM에 

매각한 대금을 의학연구 발전에 투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가 보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HHMI 기본철학은 ʻ프로젝트가 아닌 사람(People, Not Propjets)ʼ으로 과학계 리더

(scientific thought leaders), 이머징 연구 개척자(emerging research pioneer), 미래 혁신적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지원

2012년 기준 미국 생의학분야 지원은 6억 9,500만 달러 규모, 7,800만 달러 수준의 

그란트를 제공

아래의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나이, 노벨과학상 수상 여부 등과 상관없이 창의성과 

생산성이 높은 세계적 과학자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

① 탐구의 자유(Freedom to Explore) : 실패위험을 감수하는 혁신을 위해 연구자와 

교육자들에게 난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접근의 자유를 부여

② 장기적 안목(Taking the Long View) : 과학적 혁신은 생명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매우 본질적 호기심을 대상으로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 출현하며, 장기적 안목은 

차세대 연구자 육성에 도움이 됨

③ 커뮤니티 구축(Building Community) : 난제 해결 도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문제해결자들이 중요하며, 다양한 배경과 원칙을 가진 재능있는 연구자들을 찾고 

연구자들과 연구조직 간 협력을 장려

④ 탁월성의 수준(A Standard of Excellence) : 최고 수준의 사람들에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정과 지속적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과학자와 교육자에게 HHMI 지원 없이 

달성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연구 목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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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의학분야 프로그램 유형은 크게 Investigator Program, Early Career Scientist, 

International Programs, Janelia Farm Research Campus로 구성되어 있으며 Investigator 

Program이 대표적 사업

Investigator Program은 미국 내 창의성이 뛰어난 생명의학연구 분야 지식의 한계에 

도전하는 연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NIH의 Directorʼs Pioneer Award*와 함께 

생명의학분야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프로그램

* NIH 미래연구팀이 주관하는 NIH Roadmap에 의해 기획된 High Risk Research Initiative로 연구자 

기획프로그램의 보완을 통해 혁신성 높은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등 전통적 Peer-Review로 통과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지원(최대 5년/연 50만 달러 한도)

- HHMI는 연구자들에게 증명되지 않은 문제 탐구를 위해 연구 수단의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이 있더라도 창의적 실험적 접근과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구와 

방법들을 활용한 도전적 연구를 장려

- 특정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Grant 형태와 달리 과학자들을 investigator로 고용하고  

자유로운 탐색이 가능하도록 장기간 유연성 높은 펀드를 제공하며, 필요시 연구 방향 

전환도 가능하며 다른 연구비 수혜도 가능

※ 최고 수준 과학자에게 자율성 등 최고의 창의적 환경을 조성해 주면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는 

철학에 기반하여 투자

- 다양한 혁신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생명의학 분야에서 지원자를 선정하며, 

investigator들이 소속된 미국 내 호스트 연구기관은 현재 70개 이상으로 상호 파트너 

형태로 협력하고 있음

- Investigator로 선정되면 소속 연구소와 HHMI의 행정적 지원이 제공되고, 소속기관의 

급여 이외에 5년 단위 연간 150만 달러를 지원받고 종료 후에는 피어리뷰를 통해 

연장을 결정

<표 4> Investigator Program 유형

구 분 내 용

Full Investigator 5년마다 심사를 받으며 실적이 계속 나오면 무기한 펀딩

Associate Investigator 중도 심사 없이 5년간 펀딩

Assistant Investigator 3년 후 심사에 통과되었을 경우 2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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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인터뷰 및 세계 최고 저명인사로 구성된 패널 평가를 통해 선발

-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역량을 효과적으로 판별하기 위해 지원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 

혹은 HHMI 심사위원, 세계 최고 수준 과학자 패널(노벨상 후보급, 국립과학아카데미 

회원 등) 평가 등을 통해 선발

- 미지의 학문영역을 탐구할 수 있는 창의적 연구역량은 객관적인 정량적 데이터가 

아니라 세계 최고 과학자가 최고 연구자를 판별할 수 있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이들과의 

인터뷰 과정을 통해 정성적으로 선발

현재 Investigator Program 수혜자 325명 가운데 17명이 노벨과학상 수상자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유연한 지원 시스템이 특징

- 17명 가운데 3명*은 노벨과학상 수상 이후 수혜자로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14명은 

프로그램 지원 후 노벨과학상을 수상

- 노벨과학상 수상자 17명의 평균 지원 기간은 20.9년*, 그 가운데 프로그램 지원 후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14명의 지원기간은 평균 23.9년

- 프로그램 졸업자 162명 가운데 수상한 6명**도 노벨상 수상 전후로 평균 13.2년을 

지원하는 등 노벨과학상 수상과 상관없이 혁신적 연구를 지원

* Susumu Tonegawa(1987년 생리의학상), Thomas Cech(1989년 화학상), Eric F. Wieschaus 

(1995년 생리의학상)

** Daniel Nathans(1978년 생리의학상), Edwin G. Krebs(1992년 생리의학상), Stanley Prusiner 

(1997 생리의학상), Johann Deisenhofer(1988년 화학상), Bruce Beutler(2011년 생리의학상), 

Brian K. Kobilka(2012년 생리의학상)

Investigator Program 이외에도 HHMI는 모험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Janelia Farm 

Research Campus를 2006년 워싱턴 근교에 설립하고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원하는 

과학자들에게 매년 5억~20억 규모 연구비를 5년간 지원

- Campus 연구자들은 본인 아이디어와 계획한 실험에 대해 5년 간 무조건적 예산 지원을 

약속 받는 등 외부 연구비를 수혜할 필요가 없음

- 연구의 실패를 감안하여 5년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며,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연구자도 

약 2년 동안 지원을 연장하여 다른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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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MI가 매년 990억 규모를 투자하여 위와 같은 획기적 지원이 가능하며, 물리학, 수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합류하는 등 의학 및 생명과학자가 다양한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을 촉진

2000년대 이후 국내외 거주 한국인 과학자 4명이 HHMI 수혜자로 선정

<표 5> HHMI 사업의 한국인 과학자 수혜 현황

선정

년도
수혜자 소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간)
연구주제

2000년 승현준 매사추세츠 공대
Investigator

(2000~2012) 
-

2005년 하택집 일리노이주립대
Investigator 

(2005~현재)

Single-Molecule Studies of 

Genomic Maintenance

2008년 김승 스탠포드대학교 
Investigator

(2008~현재)

Development and Disease 

Mechanisms of the Pancreas

2012년 오동찬 서울대 

International Early 

Career Scientist

(2012~현재)

Discovery of Novel Bioactive Small 

Molecules Based on Microbial Chemical 

Biology and Genetic Analysis

(출처) http://www.hhmi.org/scientists 검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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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년도
수상분야

수상자 소속
HHMI

지원기간
수상업적 연구분야

1987

생리의학
Susumu 

Tonegawa*
MIT

2013
~현재

항체의 유전적 측면 연구 면역학(immunity)

1995

생리의학
Eric F. 

Wieschaus*
Princeton 
University 

1997
~현재

몸 구조를 결정하는 배(胚)의
마스터 유전자 무리 발견

발생학(embryology),
유전학 (genetics), 발생

생물학(developmental biology),

1999 

생리의학
Günter Blobel The Rockefeller University

1986
~현재 

세포 내 단백질 이동 경로를 규정하는 특정 
신호체계 발견

세포생리학
(cell physiology)

2000

생리의학
Eric R. Kandel Columbia University

1984
~현재

신경전달물질과 그 작용 원리 발견
신경생리학

(neurophysiology)

2002

생리의학
H. Robert 
Horvitz

MIT
1988
~현재

세포의 자살 메커니즘 규명
유전학

(genetics)

2004

생리의학
Richard Axel Columbia University

1984
~현재 

후각수용체와 후각 메커니즘 발견
유전학(genetics), 신경 

생리학(neurophysiology)

2004

생리의학
Linda Buck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

1994
~현재 

후각수용체와 후각 메커니즘 발견
유전학(genetics), 신경 

생리학(neurophysiology)

2006

생리의학
Craig C. Mello University of Massachusetts

2000
~현재 

RNA 간섭 현상 발견 
유전학(genetics), 분자 

생물학(molecular biology)

2007

생리의학
Mario R. 
Capecchi

Univ. of Utah
1988
~현재

유전자 적중 기술을 발전시킨 공로 유전학(genetics)

2009

생리의학
Jack W. 
Szostak,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1998
~현재 

염색체 끝 DNA 조각인 말단부 (telomere)
연구와 텔로메라아제 (telomerase) 효소 발견

유전학(genetics)

2012

생리의학
Robert J. 
Lefkowitz

Duke University
1976
~현재 

G-단백질 연결수용체의 기본적 
성질과 구조를 해명

생화학(biochemistry)

2013

생리의학
Randy 

Schekman
Univ. of California

1991
~현재 

사람의 세포에서 단백질을 비롯한 물질들이 
수송되는 방법 발견

생화학(Biochemistry),
세포생물학(Cell Biology)

2013

생리의학
Thomas 
Südhof

Stanford Univ.
1986
~현재

사람의 세포에서 단백질을 비롯한 물질들이 
수송되는 방법 발견

신경과학
(Neuroscience)

1989 

화학
Thomas 
Cech*

Univ. of Colorado Boulder 
2009
~현재 

RNA의 기본적 성질 발견 생화학(biochemistry)

2003

화학
Roderick 

MacKinnon
The Rockefeller University

1997
~현재

칼륨 이온 통로에 대한 입체구조 규명
생화학(biochemistry), 

구조 화학(structural chemistry)

2008

화학
Roger Y. 
Tsien**

Univ. of California
1989
~현재 

특정 세포 활동의 육안 확인 도구로
사용되는 녹색형광단백질(GFP) 발견

생화학(biochemistry)

2009

화학
Thomas A. 

Steitz
Yale University

1986
~현재 

리보솜 세포입자 구조와 기능을 
원자수준에서 발견

생화학(biochemistry),
구조 화학(structural chemistry)

1978

생리의학
Daniel 

Nathans*
Johns Hopkins Univ. School 

1982~
1999

디옥시리보핵산 분해효소의 발견과 응용
유전학(genetics), 분자 

생물학(molecular biology)

1992

생리의학
Edwin G. 
Krebs 

Univ. of Washington
1977

~1983
가역단백질의 인산화 발견

생화학(biochemistry),
세포 생리학(cell physiology)

1997

생리의학
Stanley 
Prusiner

Univ. of Texas South- western 
Medical Center

1974
~1979

질병을 유발하는 새로운 
매개물질인 프리온 발견

질병전염(disease transmission)

2011

생리의학
Bruce 
Beutler

Univ. of Texas South- Western 
Medical Center

1986
~1999

선천적 면역반응 활성화와 관련된 발견 면역학(immunity)

2012

생리의학
Brian K. 
Kobilka

Stanford Univ.
1987

~2003
G-단백질 연결수용체의 기본적 

성질과 구조를 해명
생화학(biochemistry)

1988

화학
Johann 

Deisenhofer
Univ. of Texas South -Western 

Medical Center
1988

~2010 
광합성에 필요한 단백질 구조 발견

생화학(biochemistry), 구조 화학
(structural chemistry)

* 노벨과학상 수상 후 HHMI Investigator Program 지원이 시작된 과학자

** HHMI 홈페이지는 Roger Tsien을 2008년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화학상 수상자임

(출처) HHMI(http://www.hhmi.org/scientists/nobel-laureates), 노벨상(http://www.nobelprize.org) 홈페이지 비교 분석

<표 6> Investigator Program 수혜자 중 노벨과학상 수상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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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과 록펠러 대학

(록펠러 재단) 미국 스탠다드 오일(Standard Oil Co.) 설립자인 세계적 거부 록펠러

(John Rockfeller Davison)가 산업화 사회에서 인류행복 추구와 삶의 향상 등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1913년 뉴욕 법인으로 설립

※ 록펠러가 석유재벌이 된 후 앤드류 카네기 저서에 영향을 받아 설립

Advance Health, Revalue Ecosystems, Secure Livelihoods 그리고 Transform Cities의 

목표달성을 통한 인류복지 증진 추구

전 세계 지역과 사람들에게 세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 20개 세부 

사업분야에 기금을 지원

<표 7> 록펠러 재단의 주요 지원 사업

① 100 Resilient Cities  Oceans and Fisheries

② Centennial  Philanthropy

③ Developing Climate Change Resilience  Program Related Investments

④ Digital Jobs Africa  Promoting Equitable, Sustainable Transportation

⑤ Enabling Environment: Innovation  Protecting American Workersʼ Economic Security: 
Campaign for American Workers

⑥ Gender Equity  Resilience

⑦ Harnessing the Power of Impact Investing  Smart Power In India

⑧ Informal City Dialogues  Social Impact Bonds

⑨ Linking Global Disease Surveillance Networks  Strengthening Food Security:
Alliance for a Green Revolution in Africa 

 New York City  Transforming Health Systems

※ (출처) 록펠러 재단 Grants& Grantees 홈페이지, http://www.rockefellerfoundation.org/grants

(록펠러 대학) 록펠러가 1955년 뉴욕에 설립한 록펠러 의학연구소(Rockefeller Institute 

of Medical Research, 이하 RIMR)가 1965년 록펠러 대학으로 개명

생명과학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박사(Ph.D.)와 박사후(Post-Doctoral) 과정 교육을 

병행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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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년도
분야 수상자 수상업적

1912 생리의학 Alexis Carrel 혈관 봉합, 기관 이식 연구

1922 생리의학 Otto Fritz Meyerhof 근육 내 젖산대사 연구

1929 화학
Hans Karl August Simon von 

Euler-Chelpin
효소작용에 대한 연구

1930 생리의학 Karl Landsteiner 인체 혈액 분류

1931 생리의학 Otto Heinrich Warburg 호흡효소의 성질과 작용 발견

1932 생리의학 Edgar Douglas Adrian 뉴런 기능의 발견 

1934 생리의학 George H. Whipple 빈혈에 관한 간장 치료법 재발견

1937 생리의학
Albert Szent-Györgyi de

Nagyrápolt
생물학적 연소 연구

1939 화학 Leopold Ruzicka 폴리메틸렌 및 고테르펜 연구

1943 생리의학 Henrik Carl Peter Dam 비타민 K 발견

1943 화학 George de Hevesy
화학 연구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이용

1944 생리의학 Herbert S. Gasser 신경섬유의 분화된 기능 연구

생화학, 분자생물학, 의학 및 인간유전학, 면역학, 수리생물학, 신경생물학 등 70개 이상의 

연구실과 190명의 연구진이 일하고 있으며, 졸업생 등을 포함해 2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33명의 미국과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회원을 보유

수업을 하는 교수는 73명 중 15명이며, 그 외의 교수와 학생들은 연구활동에 집중하며 

전담매니저가 모든 행정을 지원

- 500여 명이 넘는 박사 후 연수과정생의 연구생활 배려차원에서 어린이집, 베이비시터 

운영 등 아이들의 교육 등 편의시설을 지원

협동연구 전문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등 공동연구가 활발하며, 생명현상을 이해하기위해 

수학, 물리학, 화학 등의 융합학문 연구가 우수성과 창출의 주요 요인

- 세계적 수준의 코넬의대와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연구센터 등의 기관이 모여 있어 

기관 간 정보 교류가 용이

록펠러 재단 지원 혹은 소속 시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총 57명

<표 8> Rockefeller 재단 지원 혹은 소속 시 노벨과학상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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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년도
분야 수상자 수상업적

1945 생리의학 Howard Walter Florey 페니실린과 그 치료 가치의 발견

1946 화학
John H. Northrop 순수 형태의 효소 및 바이러스

Wendell M. Stanley 단백질 제법

1948 화학 Arne Wilhelm Kaurin Tiselius
전기이동 및 흡착 분석법 연구 :

혈청 단백질

1951 생리의학 Max Theiler* 황열병 발견 

1953 생리의학
Fritz Albert Lipmann 탄수화물 대사작용에서 조효소

Hans Adolf Krebs A 시트르산 회로(사이클) 발견 

1955 생리의학 Hugo Theorell 산화효소의 작용 성질과 형태 

1958 생리의학
Joshua Lederberg

화학적 과정의 유전적 조절, 유전적 재결합 
Edward Tatum

1962 화학 Max Ferdinand Perutz 헴단백질(hemoprotein) 구조 결정

1963 생리의학 Alan Lloyd Hodgkin 신경섬유를 통한 신경충격의 전달 연구

1964 화학 Dorothy Crowfoot Hodgkin
악성빈혈 퇴치에 꼭 필요한 생화학적

화합물 구조 결정

1965 생리의학
André Lwoff 세균의 조절작용 발견

Jacques Monod 세균의 조절작용 발견

1966 생리의학 Peyton Rous 암의 원인과 치료에 관한 연구

1967 생리의학

Haldan K. Hartline
눈의 화학적･물리학적 시각과정에

관한 발견

Ragnar Granit
눈의 화학적･물리학적 시각과정에

관한 발견

1968 화학 Lars Onsager 비가역과정의 열역학 이론 연구

1969 생리의학 Max Delbrück
바이러스와 바이러스

질병에 관한 연구와 발견

1969 화학 Odd Hassel
특정 유기화합물의 3차원적 형태결정에

대한 연구

1970 생리의학 Ulf von Euler 신경전달의 화학에 관한 발견

1972 화학

Christian B. Anfinsen 효소 화학에 기초 공헌

Stanford Moore 효소 화학에 기초 공헌

William H. Stein 효소 화학에 기초 공헌

1972 생리의학 Gerald M. Edelman 항체의 화학적 구조 연구

1973 생리의학 Karl von Frisch 베트남 전쟁 해결을 위해 노력

1974 생리의학

Christian de Duve 세포의 구조적･기능적 체제 연구

Albert Claude 세포의 구조적･기능적 체제 연구

George E. Palade 세포의 구조적･기능적 체제 연구

1975 생리의학 David Baltimore
종양 바이러스와 세포의 유전 물질

사이의 관계

1977 생리의학 Roger Guillemin
방사성면역측정법의 개발 : 뇌하수체

호르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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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년도
분야 수상자 수상업적

1978 생리의학 Daniel Nathans 디옥시리보핵산 분해효소의 발견과 응용

1981 생리의학 David H. Hubel
대뇌 반구(半球)의 기능

뇌에 의한 시각 정보화 과정

1981 생리의학 Torsten N. Wiesel
대뇌 반구(半球)의 기능

뇌에 의한 시각 정보화 과정

1983 생리의학 Barbara McClintock
유전 영향을 미치는 전이성

식물유전자 발견

1984 화학 R. Bruce Merrifield 폴리펩티드 합성방법 개발

1985 생리의학 Joseph Goldstein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련된

세포 수용체의 발견

1993 화학 Michael Smith 유전자 연구와 조작기술 고안

1994 생리의학 Martin Rodbell G-단백질이라는 신호 세포 발견

1995 생리의학 Edward B. Lewis
몸 구조를 결정하는 배(胚)의

마스터 유전자 무리 발견

1999 생리의학 Günter Blobel
세포 내 단백질 이동 경로를 규정하는

특정 신호체계 발견

2000 생리의학 Paul Greengard 신경전달물질과 그 작용 원리 발견

2001 생리의학 Paul Nurse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분자 구조 발견

2003 화학 Roderick MacKinnon
세포막에서 단백질 분리 성공 칼륨 이온

통로에 대한 입체구조 규명

2011 생리의학 Ralph M. Steinman

면역세포의 일종인 수지상세포를

공동 발견하여 적응 면역(후천 면역)에서의

그 세포의 역할을 규명한 공로

(출처) 노벨상/록펠러대학/Philanthropy Roundtable 홈페이지 등을 비교 검색하여 종합 정리

※ Rockfeller 대학 졸업생 혹은 소속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해당 홈페이지 참조(http://www.rockefeller.edu/about/awards/nobel)

3 카네기 재단(Carnegie Foundation)

사회적･문화적･인도적 견지에서 교육･학술연구 등의 진흥을 위해 카네기가 창립한 

재단의 총칭

(뉴욕카네기재단) 1911년 1억 3,500만 달러의 기금으로 지식의 발전, 이해의 증진 및 

융합을 목적으로 설립

(카네기교육진흥재단) 1905년 1,050만 달러의 기금으로 교육진흥을 목적으로 설립

(워싱턴카네기협회) 1902년 1,000만 달러의 기금으로 인류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식의 

응용을 통한 과학적 발견을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로 자연과학 분야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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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기국제평화기금) 1910년 국가간 협력과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능동적 참여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

그 외, 카네기홀, 카네기국제윤리위원회, 카네기영웅자금, 카네기공과대학, 카네기협회, 

카네기영국재단, 스코틀랜드대학교카네기재단 등 설립 및 운영

1943년~2004년, 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표 9> Carnegie 재단 노벨상 수상자

년도 노벨상분야 이름 수상 당시 소속

1943 Physics Otto Stern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1969 Physiology or Medicine Alfred D. Hershey 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

1978 Economic Sciences Herbert A. Simon Carnegie Mellon University

2004 Economic Sciences Finn E. Kydland Carnegie Mellon University

(출처) 노벨상 홈페이지(http://www.nobelpriz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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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민간기업 등의 기초연구 지원 현황

1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삼성은 연구진흥 목적의 공익재단인 ʻ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ʼ을 2013년 8월 설립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연계하여 ① 미래 노벨과학상 수상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수학), ② 제조업 근간인 소재기술, ③ 부가가치가 큰 ICT(정보통신기술) 

융합형 창의과제를 집중 육성 예정

물리･화학･생명과학･수학 등 4개 기초과학 분야에 집중 투자해 노벨과학상 수상 여건 

조성을 목표로 제시

2013년 3,000억, 2017년까지 5년간 총 7,5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원을 출연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해 2022년까지 추가 7,5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

<표 10>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3대 프로그램

사업
노벨과학상 수상육성

: 4大 기초과학
소재 기술 육성 ICT융합형 창의과제 지원

목적

기술혁신역량 확보

및 노벨과학상

수상의 토대 마련

미래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할

독창적 소재기술 선점

ICT 융합 기반의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분야
물리, 화학,

생명과학, 수학

전 산업 분야의

신소재

ICT융합

전산업 분야

대상 

국내대학 교원,

국공립 연구소 연구원,

기업 연구원(대기업 제외)

방식 자유 공모, 지정 공모 병행

예산 총 2,500억 원 총 2,500억 원 총 2,500억 원

선정 
약 100~200개 약 50~100개 약 100~200개

※ 단, 선정 인원/과제수와 지원 금액은 응모한 연구 과제에 따라 변동 예상

 

(출처) 삼성이야기, 삼성그룹 블로그, ttp://blog.samsung.com/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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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한계에 도전하고 미래사회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ʻChallenging Limits, 

Creating Valueʼ를 목표로 운영 프로그램은 다음의 3가지에 중점을 둠

세계 유일 또는 세계 최고의 독창적 프론티어 연구

인문, 사회, 예술, 공학 등 경계 없는 창의적 융합연구 분야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장려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형식과 절차를 최소화하고 연구원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제공

기초과학 지원프로그램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수리과학과 이들 분야에 기반한 융복합 

분야의 창의적 도전적 연구과제를 지원

※ 2013년 10월 현재 제1차 과제신청 및 심사가 진행 중으로 10월 31일 결과 발표 예정

(지원분야) 새로운 과학현상의 발견, 원리의 규명, 새로운 실험방법의 제시와 새로운 

개념, 물질, 구조의 발견 혹은 이를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 산업적 

혁신을 가진 기초연구를 대상

(지원대상) 국내 대학교원(전임, 비전임) 및 부설연구소 연구원, 공공연구기관(국공립 

및 정부출연연) 연구원,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원(대기업 계열 제외) 등 개인 중심으로 지원

(지원금액 및 기간) 연구 책임자가 연구 내용 및 연구진 구성 등에 따라 예산과 기간(~5년)을 

합리적으로 제안하되 우수연구는 2단계 연구10년까지 추가 지원

(선정)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 연구 독창성과 탁월성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정

(관리) 연차평가 없이 국내외 석학과 연구방향, 성과와 현안을 토론할 수 있는 성과공유회 

형식의 포럼을 매년 개최하되 과제 수행 중 의도치 않은 성과나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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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 홈페이지(www.samsungstf.or.kr)

[그림 3]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기초연구 지원 체계

노벨과학상의 공동연구 증가 추세에 따라 국내 우수 연구진이 세계 석학들과 글로벌 

공동연구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포럼ʼ 등 소프트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나갈 계획

2 삼성 호암재단

호암 이병철 선생의 78년 생애동안 쌓은 업적과 경영철학을 후대에 계승, 발전시키고 

호암의 유지를 받들어 국가와 인류에 공헌 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 1997년 6월에 

설립된 공익법인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 학술･예술 및 사회발전과 인류복지증진에 크게 

공헌한 인사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이건희 삼성회장이 1990년에 설립하고 1991년부터 

호암상을 시상

제1회 호암상은 과학기술, 의학, 사회봉사, 언론 등 4개 부분을 시상, 1993년 과학기술을 

과학상, 공학상으로 분리, 예술상을 신설, 언론상은 언론재단으로 이관, 1997년 : 6월 

호암재단이 설립되고 과학상, 공학상, 의학상, 사회봉사상, 예술상, 특별상의 6개 부문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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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분야 수상자(소속) 년도 분야 수상자(소속)

1991

과학 한국전자통신연구소

2003

과학 박홍근 (미국 하버드대)

공학 - 공학 김용민 (미국 워싱턴대)

의학 김영균 (서울대) 의학 김성완 (미국 유타대)

1992

과학 김진의 (서울대)

2004

과학 신희섭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 공학 유두영 (미국 캘리포니아대)

의학 이호왕 (아산생명과학연구소) 의학 스튜어트 김 (미국 스탠포드대)

<표 11> 호암상(과학상, 공학상, 의학상)

사업명 시상내용
요 건

업적별 공통

과학상
기초과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인사 투철한 창조정신과 탐구정신을 

바탕으로 해당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거나, 새로운 분야의 개척에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는 업적

학문적 검증이 완료되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인정받는 업적

국내외 한국인 및 한국계 인사

(국적은 제한하지 않음)

호암상 위원회에서 선정한 추천 의뢰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소양을 겸비

하여 추천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인사의 추천을 받은 자

(자천은 인정하지 않음)

추천마감일(매년 11월 30일) 현재 생존해 

있는 인사

공학상
공학 및 응용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인사

의학상

의학 및 약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인사

해외 석학과 국내의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과학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연구 기반을 확보해 노벨과학상 수상의 초석을 다지려는 목적으로 2013년 5월 제1회 

호암포럼을 개최

호암포럼을 통해 구축된 과학 분야의 네트워크는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이 중점 추진하는 

ʻ노벨과학상 수상 육성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매년 노벨상, 카블리상, 필즈상 등 해외 유수상을 수상한 석학들과 호암상 수상자를 

초청해 국내외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학술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

<표 12> 호암상 수상자 목록(과학상, 공학상, 의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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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분야 수상자(소속) 년도 분야 수상자(소속)

1993

과학 김충기 (한국과학기술원)

2005

과학 김영기 (미국 시카고대)

공학 - 공학 김경석 (미국 브라운대)

의학 홍사석 (연세대학교) 의학 김규원 (서울대)

1994

과학 김성호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2006

과학 김기문 (포항공과대)

공학 이태양 (삼우기술단) 공학 신강근 (미국 미시간대)

의학 홍완기 (미국 텍사스대) 의학 최용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1995

과학 이서구 (미국 국립보건연구소)

2007

과학 정상욱 (미국 럿거스대 석좌교수) 

공학 윤덕용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엄창범 (미국 위스콘신대)

의학 김정룡 (서울대) 의학 서동철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1996

과학 이원용 (미국 컬럼비아대)

2008

과학 김필립 (미국 컬럼비아大)

공학 한창대 (미국 애크런대) 공학 승현준 (미국 MIT大)

의학
김영식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의학 찰스 리 (미국 하버드 의대)

1997

과학 유 혁 (미국 위스콘신대)

2009

과학 황준목 (고등과학원)

공학 서남표 (미국 MIT대) 공학 정덕균 (서울대)

의학 최원규 (미국 워싱턴대) 의학 김빛내리 (서울대)

1998

과학 피터 김 (미국 MIT대)

2010

과학 유룡 (KAIST)

공학 황선탁 (미국 신시내티대) 공학 이평세 (미국 UC버클리)

의학 유병팔 (미국 텍사스대) 의학 윌리엄 한 (미국 하버드 의대)

1999

과학 황보명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2011

과학 하택집 (미국 일리노이대)

공학 한홍택 (미국 캘리포니아대, LA) 공학 토머스 리 (미국 스탠퍼드대)

의학 강칠용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대) 의학 최명근 (미국 하버드 의대)

2000

과학
송필순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2012

과학 김민형 (미국 옥스퍼드대, 포스텍)

공학 진성호 (미국 벨연구소) 공학 현택환 (서울대)

의학 윤지원 (연세대) 의학 정재웅 (남가주대 Keck 의대)

2001

과학 임의철 (미국 애크런대)

2013

과학 황윤성 (미국 스탠퍼드 교수)

공학 이동녕 (서울대) 공학 김상태 (미국 퍼듀대 석좌교수)

의학 강 호 (미국 테네시대) 의학 이세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2002

과학 노만규 (프랑스 국립기초과학연구소)

공학 김정빈 (미국 캘리포니아대, LA)

의학 김성진 (미국 국립보건원 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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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코 청암재단

포스코 창업자인 청암 박태준 명예회장이 1971년 재단법인 제철장학회를 설립하였으며, 

2004년 10월 포스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존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 시상제도인 

청암상을 마련

초, 중, 고교 등 14개 학교를 설립하고 포스텍을 설립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포항방사광

가속기를 만드는 등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발전에 기여

장학사업, 나눔의 실천, 지역사회의 문화 체육시설 육성 및 직원들의 다양한 봉사활동 

실천

청암 박태준 명예회장 업적 기념 및 포스코 창업정신인 창의존중, 인재중시, 봉사정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확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 제정

청암과학상, 청암교육상, 청암봉사상 등의 사업추진을 추진

청암과학상은 국내에 기반을 둔 과학자로 국내에서 주요 업적을 이룩한 자연과학 및 

공학분야에서 창의적 업적을 이룩한 과학자를 대상으로 매년 2억 원의 상금을 수여

<표 13> 청암과학상 수상자 목록

연도 연도별 수상자

2007 임지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2008 현택환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2009 남홍길 (POSTECH 생명과학부 교수)

2010 박종일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

2011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부 교수)

2012 천진우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

2013 김은준 (KAIST 생명과학부 석좌교수)

※자료: 포스코 청암재단 홈페이지(http://www.post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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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대학원생-포스트닥-신진교수 지원을 위한 청암과학펠로우십을 운영

2009년부터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 소속된 박사과정, 포스트닥, 신진교수 등 젊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통해 세계적 과학자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기초과학 중요성 부각, 기초과학 발전을 통한 노벨상을 수상 기대

-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 4개 기초과학 분야에 매년 총 10명 이내 선발

<표 14> 청암과학펠로십

사업명
내 용

지원자격 지원내용

청암

박사과정

펠로십

선발공고일 현재 국내 및 해외 대학 학부 4년차로서 

국내 대학원 전일제 박사과정 진학 예정자

선발공고일 현재 국내 대학원 4학기 이내 재학자

※ 타 장학금 수혜자도 지원 가능하며, 선발공고일 

현재 박사과정 재학생 제외

박사과정 진학시점부터 인당 매년 25백만 

원의 연구장려비를 3년간 지원

청암 

Post-Doc

펠로십

국내 및 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자(예정자 포

함)로서 국내 대학이나 대학 부설 연구소, 국책연구소

에서 Post-doc 연수 예정자

선발공고일 현재 국내 대학이나 대학부설연구소, 

국책연구소에서 기 연수중인 Post-Doc. 2년차 이내 

연구원 - 타 연구지원금 수혜자도 지원 가능

Post-Doc 과정 예정자는 과정 시작 시점

부터 인당 매년 35백만 원의 연구장려비를 

2년간 지원

이미 Post-Doc 과정 중에 있는 자는 선발

시점 다음 학기부터 인당 매년 35백만 원의 

연구장려비를 2년간 지원

청암

신진교수

펠로십

선발공고일 현재 임용 30개월 이하(해외대학 경력 

제외)의 국내 대학 조교수 또는 1년 이내에 국내 

대학 조교수로 임용 예정자

국내 대학 또는 대학 부설 연구소, 국책연구소의 

연구과제 책임자나 연구 조교수

선발시점 다음 학기부터 인당 매년 35백만 

원의 연구장려비를 2년간 지원

※ 자료: 포스코 청암재단 홈페이지(http://www.postf.org)



30

ISSUE PAPER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이슈페이퍼는 기존 정부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과 이를 통한 노벨과학상 수상 노력을 

넘어 민간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을 분석

기업 출신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은 전체 수상자에 비해 비율은 낮지만, 인류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기초기술 확보를 통해 새로운 관련 산업 창출을 주도하는 등 해당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수준을 증명

민간재단들은 설립 시 설정한 정신 및 철학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 등을 지원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혁신을 보다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기업의 사회기여도와 

국가의 기업가정신의 성숙도를 의미

민간기업 소속 수상자는 현재까지 25명으로 산업체 응용가능성이 높은 물리학상 

수상자가 19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민간재단 지원 분야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생리의학 분야에 집중

Bell Lab., IBM 등의 기업들은 기업의 미래가치 향상과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설정한 사업 

분야 범위 내에서 인류에게 정보통신 혁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혁신적 기반기술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다수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

- 이들의 수상 비결은 세계적 우수인재의 활용, 전 세계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분야 연구진과 이들이 참여하는 융합적 연구 추진, 기초연구를 중시하는 기업 

철학이 중요 역할을 수행

- 특히 IBM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의 성과는 IBM이 제공한 자유로운 연구 프로젝트 수행 

결과의 산물로 현재 IBM 연구와 사업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

-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 내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 외부와의 오픈 이노베이션 등 Bell 

Lab.의 ʻInnovating Innovationʼ, IBM의 ʻThink, Progress, Innovationʼ 등으로 대변되는 

기업문화가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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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이후 20명 수상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하면 18명의 수상자가 미국 혹은 미국계

(IBM Zurich Research Laboratories) 기업 소속으로 미국기업이 강세

* 일본 Shimadzu Corp.의 Koichi Tanaka(2002년 화학상), Standard Telecommunication 

Laboratories의 Charles Kuen Kao(2009년 물리학상)

민간재단인 HHMI, 록펠러 재단 등의 공통적 특징은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 기간, 우수 개인 연구자 중심의 지원, 양적 성과에 얽매이지 않는 도전성 혁신성 

중심의 평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 기회 제공 등임

하워드휴즈 재단의 기본철학은 ʻ프로젝트가 아닌 사람(People, Not Project)ʼ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 연구분야 개척자들에게 장기적 지원과 자유로운 

탐구기회를 제공

록펠러 재단은 유연한 연구 지원과 함께 박사과정과 포스트닥 중심의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하고 세계적 연구결과를 창출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요 기업소속, 민간재단 지원을 받은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재단 지원은 정부 기초연구 지원의 보완재 역할을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 국가 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임

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히 기초연구 지원 목적은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부문의 투자를 

통한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 향상이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관리체제 등의 

보수성은 당연히 존재

민간재단 지원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 기간을 능가하는 고위험 혁신적 연구를 최우수 

연구자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분야를 발굴 지원

미국 민간재단의 기초연구 지원은 이러한 정부 지원의 한계를 보완시켜 주는 등 유능한 

과학자를 정부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자 자율성과 지원의 유연성이 

높아 새로운 고위험 혁신적 연구 시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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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미국과 같은 민간재단 기초연구 지원은 부재하고 정부 지원 중심의 기초

연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는 창의적 혁신적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기업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확대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

정부 지원을 통해 인류의 삶에 기여하고 미래 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초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창의적 혁신적 연구 지원 확대와 적합한 지원제도 및 연구환경 구축에 노력할 

필요

앞으로 기업들도 혁신성 높은 기초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이들의 

기초연구 확대를 위한 보상책 마련 필요

창조경제 시대 주역은 민간기업으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촉진자로 

향후 보다 기업이 창의적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마련이 중요

최근 우리나라는 대기업 민간재단을 중심으로 우수 기초연구자 시상과 지원사업들이 

시작되고 있으나, 수상 대상자가 국내외 한국인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외국인 대상 

시상으로의 확대도 검토할 필요

우리나라 민간재단 등은 출범 초기 단계로 청암상, 호암상 등 국내외 우수 한국인 과학자 

대상의 시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 출범으로 민간지원 기초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

한국인 과학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우수 과학자를 포상 대상으로 확대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우수 해외 과학자와의 네트워크를 강화에 

기여할 필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상 수상자가 노벨과학상을 수상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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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과학상 수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외연확대, 해외 우수기술과의 결합을 

위한 전략적 공동연구 강화와 전략적 과학기술외교 추진도 중요

일본은 경제력에 비해 노벨상 수상자가 적다는 인식하에 2001년 제2차 과학기술기본

계획에 향후 50년 동안 노벨상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과학상 수상자를 구미 수준인 30명을 

배출한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

-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일본학술진흥회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스웨덴과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강화, 일본 연구자 및 연구성과 소개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학술포럼(일본 최신 연구성과 소개), 사이언스 포럼(탁월한 일본연구자 등을 초빙 강연), 콜로퀴엄과 

일본-스웨덴 공동 심포지엄 개최, 연구자 상호파견 등을 통해 주관하는 역할 등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 과학기술계 품위 손상을 문제로 

위의 목표를 삭제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10명의 노벨과학기술상 수상을 수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자국 노벨과학상수상자가 전무한 중국은 

2011년 기준 152개 국가 및 지역과 과학기술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46개국 69개 해외

기구에 141명의 과학기술 외교관을 파견

우리나라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ʼ13~ʼ17)을 통해 제시된 2015년 OECD 과학기술 

장관급 회의 개최, 거대과학분야 공동연구 강화, 국제연구개발특구 조성, 아시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등의 내실 있는 추진 필요

- 과학기술외교 확산 노력 일환으로 선도과학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유망한 신진 및 

선도과학자를 발굴·지원하여 세계적 우수 연구집단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주요국 

과학기술 관련 기관 대상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략적인 주도적 협력은 

미흡한 실정

※ 미래창조과학부 주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으로 2013년 세계 최대 규모 노벨상 수상자 

회의인 제63회 린다우 노벨상 회의에 ʻ한국의 날ʼ을 개최하였고 과학기술한림원은 해외 석학교류와 

한･스웨덴한림원 공동심포지엄을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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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적으로 기초연구와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외 우수인력 유입과 정주환경 

마련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상호 기술 융합과 성과의 확산 

등의 교류가 가능한 전략적 인력 확보 방안도 필요

2012년 우리나라에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63.8%, 일본･
대만･몽골 등을 포함한 아시아계 유학생들이 77%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 유학생들 편중

현상이 심각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외국인 전임교수 총 5,224명 가운데 이학계는 328명, 공학계는 

462명으로 전체의 15% 수준으로 농임업계, 수산해양계, 의약학 분야를 합해도 전체의 

17% 수준

정부 출연(연) 16,000여 명 인력 가운데 외국인 정규직연구원은 23명, 비정규직은 

158명으로 총 181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2012. 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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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프상 수상자의 노벨과학상 수상자 현황

울프상 수상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비율 : 물리상 31.5%, 의학상 35.4%, 화학상 22.2%

(울프 물리학상, 의학상, 화학상 수상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비율은 29.9%)

울프상-노벨상 수상 평균 격차 : 물리 6.8년, 생리의학 5.5년, 화학 4.0년

(울프 물리학상, 의학상, 화학상 수상자의 노벨과학상 평균 수상 격차는 5.7년)

<물리학상(1978년~2013년) 수상자 중 노벨상 수상자 리스트>

수상자 수상년도
노벨물리학상

수상년도
수상격차(년)

1 Kenneth G. Wilson 1980 1982 2

2 Gerardusʼt Hooft 1981 1999 18

3 Leon M. Lederman 1982 1988 6

4 Martin L. Perl 1982 1995 13

5 Riccardo Giacconi 1987 2002 15

6 Pierre-Gilles de Gennes 1990 1991 1

7 Joseph H. Taylor Jr. 1992 1993 1

8 Vitaly L. Ginzburg 1994 2003 9

9 Yoichiro Nambu 1994 2008 14

10 Dan Shechtman 1999 2011(화학상) 12

11 Raymond Davis Jr. 2000 2002 2

12 Masatoshi Koshiba 2000 2002 2

13 Anthony J. Leggett 2002 2003 1

14 Albert Fert 2006 2007 1

15 Peter Grünberg 2006 2007 1

16 François Englert 2004 2013 9

17 Peter W. Higgs 2004 2013 9

총 54명중 17명 수상비율 31.5.% / 평균 수상격차 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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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1978년~2013년) 수상자 중 노벨상 수상자 리스트>

수상자 울프상 수상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년도
수상격차(년) 

1 George D. Snell 1978 1980 2

2 Jean Dausset 1978 1980 2

3 Roger W. Sperry 1979 1981 2

4 Arvid Carlsson 1979 2000 21

5 César Milstein 1980 1984 4

6 Barbara McClintock 1981 1983 2

7 Stanley Cohen 1981 1986 5

8 Sir James W. Black 1982 1988 6

9 Edward B. Lewis 1989 1995 6

10 John Gurdon 1989 2012 23

11 Stanley B. Prusiner 1995 1997 2

12 Eric R. Kandel 1999 2000 1

13 Avram Hershko 2001 2004 3

14 Mario R. Capecchi 2002 2007 5

15 Oliver Smithies 2002 2007 5

16 Roger Y. Tsien 2004 2008(화학상) 4

17 Shinya Yamanaka 2011 2012 1

총 48명 중 17명 수상비율 35.4% / 평균 수상격차 5.5년

<화학상(1978년~2013년) 수상자 중 노벨상 수상자 리스트>

수상자 울프상 수상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년도
수상격차(년) 

1 John C. Polanyi 1982 1986 4

2 Rudolph A. Marcus 1984 1992 8

3 Elias James Corey 1986 1990 4

4 Richard R. Ernst 1991 1991 0

5 John A. Pople 1992 1998 6

6 Ahmed H. Zewail 1993 1999 6

7 Gerhard Ertl 1998 2007 9

8 Ryoji Noyori 2001 2001 0

9 K. Barry Sharpless 2001 2001 0

10 Ada Yonath 2006 2009 3

총 45명 중 10명 수상비율 22.2% / 평균 수상격차 4.0년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자료

수상자 라스커상 수상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년도
수상격차(년)

1 Carl Ferdinand Cori 1946 1947 1
2 Selman A. Waksman 1948 1952 4
3 Vincent du Vigneaud 1948 1955 7
4 André Cournand 1949 1956 7
5 George Wells Beadle 1950 1958 8
6 F. MacFarlane Burnet 1952 1960 8
7 George Wald 1953 1967 14
8 Hans A. Krebs 1953 1953 0
9 Albert Szent-Gyorgyi, M.D. 1954 1937 17*
10 John F. Enders 1954 1954 0
11 Alfred D. Hershey 1958 1969 11
12 Peyton Rous 1958 1966 8
13 Ernest Ruska 1960 1986(물리) 26
14 James D. Watson 1960 1962 2
15 F.H.C. Crick 1960 1962 2
16 M.H.F. Wilkins 1960 1962 2
17 Renato Dulbecco 1964 1975 11
18 Robert W. Holley 1965 1968 3
19 George E. Palade 1966 1974 8
20 H. Gobind Khorana 1968 1968 0
21 Marshall W. Nirenberg 1968 1968 0
22 Bruce Merrifield 1969 1984(화학) 15
23 Earl W. Sutherland 1970 1971 1
24 Sydney Brenner 1971 2002 31
25 Howard M. Temin 1974 1975 1
26 Andrew V. Schally 1975 1977 2

2 라스커상 수상자의 노벨과학상 수상자 현황

라스커상 수상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비율 : 기초의학  50.3%, 임상의학 7.9%, 특별상 7.7% 

(라스커 기초의학, 임상의학, 특별상 노벨과학상 수상 비율은 29.9%)

라스커상 -노벨상 수상 평균 격차 : 기초의학 4.6년, 임상의학 8.3년, 특별상 2년

※ 기초의학, 임상의학 분야에서 라스커상보다 노벨과학상을 먼저 수상한 2명은 제외(울프 물리학상, 

의학상, 화학상 수상자의 노벨과학상 평균 수상 격차는 5.0년)

<기초의학상(1946년~2013년) 수상자 중 노벨상 수상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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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라스커상 수상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년도
수상격차(년)

27 Roger C.L. Guillemin 1975 1977 2
28 Rosalyn S. Yalow 1976 1977 1
29 K. Sune D. Bergström 1977 1982 5
30 Bengt Samuelsson 1977 1982 5
31 John R. Vane 1977 1982 5
32 Roger Wolcott Sperry 1979 1981 2
33 Frederick Sanger 1979 1980(화학) 1
34 Walter Gilbert 1979 1980(화학) 1
35 Paul Berg 1980 1980(화학) 0
36 Barbara McClintock 1981 1983 2
37 Harold E. Varmus 1982 1989 7
38 J. Michael Bishop 1982 1989 7
39 Eric R. Kandel 1983 2000 17
40 Georges J. F. Köhler 1984 1984 0
41 César Milstein 1984 1984 0
42 Joseph L. Goldstein 1985 1985 0
43 Michael S. Brown 1985 1985 0
44 Stanley Cohen 1986 1986 0
45 Rita Levi-Montalcini 1986 1986 0
46 Susumu Tonegawa 1987 1987 0
47 Thomas R. Cech 1988 1989(화학) 1
48 Phillip A. Sharp 1988 1993 5
49 Edwin G. Krebs 1989 1992 3
50 Alfred G. Gilman 1989 1994 5
51 Christiane Nüsslein-Volhard 1991 1995 4
52 Edward B. Lewis 1991 1995 4
53 Günter Blobel 1993 1999 6
54 Stanley B. Prusiner 1994 1997 3
55 Peter C. Doherty 1995 1996 1
56 Rolf M. Zinkernagel 1995 1996 1
57 Ferid Murad 1996 1998 2
58 Robert F. Furchgott 1996 1998 2
59 Lee Hartwell 1998 2001 3
60 Paul Nurse 1998 2001 3
61 Roderick MacKinnon 1999 2003(화학) 4
62 Aaron Ciechanover 2000 2004(화학) 4
63 Avram Hershko 2000 2004(화학) 4
64 Mario R. Capecchi 2001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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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라스커상 수상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년도
수상격차(년)

65 Martin J. Evans 2001 2007 6

66 Oliver Smithies 2001 2007 6

67 Elizabeth H. Blackburn 2006 2009 3

68 Carol W. Greider 2006 2009 3

69 Jack W. Szostak 2006 2009 3

70 Ralph Steinman 2007 2011 4

71 Shinya Yamanaka 2009 2012 3

72 John Gurdon 2009 2012 3

73 James E. Rothman 2002 2013 11

74 Randy W. Schekman 2002 2013 11

75 Thomas C. Südhof 2013 2013 0

총 149명 중 75명 수상비율 50.3% / 평균 수상격차 4.6년

* 노벨상을 먼저 수상한 경우 평균 수상격차 산정 시 제외

<임상의학상(1946년~2013년) 수상자 중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목록>

수상자 래스커상 수상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년도
수상격차(년) 

1 Karl Landsteiner 1946 1930 16*

2 Philip S. Hench 1949 1950 1

3 Edward C. Kendall 1949 1950 1

4 Max Theiler 1949 1951 2

5 Charles Huggins 1963 1966 3

6 Godfrey N. Hounsfield 1975 1979 4

7 J. W. Black 1976 1988 12

8 Paul C. Lauterbur 1984 2003 19

9 Luc Montagnier 1986 2008 22

10 Barry J. Marshall 1995 2005 10

11 Robert Edwards 2001 2010 9

총 140명 중 11명 수상비율 7.9% / 평균 수상격차 8.3년

* 노벨상을 먼저 수상한 경우 평균 수상격차 산정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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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1994년~2013년) 수상자 중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목록>`

수상자 래스커상 수상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년도
수상격차(년) 

1 Sydney Brenner 2000 2002 2

총 13명 중 1명 수상비율 7.7% / 평균 수상격차 2년

울프상, 라스커상 수상자의 노벨과학상 수상자 통계

구분
울프상 라스커상

전체
물리 의학 화학 소계

기초

의학

임상

의학
특별상 소계

전체

수상자

(명)

54 48 45 147 149 140 13 302 449

노벨상

수상자

(명)

17 17 10 44 75 11 1 87 131

노벨상

수상비율
31.5% 35.4% 22.2% 29.9% 50.3% 7.9% 7.7% 29.9% 29.2%

평균

수상격차
6.8년 5.5년 4.0년 5.5년 4.6년 8.3년 2년 4.9년 5.2년

3 톰슨 로이터 노벨상 예측

톰슨 로이터는 1989년부터 매년 노벨과학상 예상수상자를 발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한 2002년 이후에는 전체 예상 수상자 157명 가운데 17명이 

수상하였으며, 2002년 이전 예상 수상자 총 17명은 모두 수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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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 예측년도 예상 수상자 분야
노벨과학상

수상 년도
1990 George A. Olah Chemistry 1994

1990 Alan J. Heeger Chemistry 2000

1990 Elias J. Corey Chemistry 1990

1997 Richard R. Schrock Chemistry 2005

1997 Ryoji Noyori Chemistry 2001

<톰슨 로이터 노벨과학상 수상 예측자 중 노벨상 수상 비율>
(단위 : 명)

분야
톰슨 로이터 노벨상

예상 수상자(명)
노벨상 수상자(명)

예측 성공

비율

평균 수상 

격차(년)

화학 50 11 22.0% 3.4

생리의학 68 15 22.1% 4.1

물리학상 56 8 14.3% 4.3

총계 174 34 19.5% 3.8

<기간 별 톰슨 로이터 예측 성공 비율 및 평균 수상 격차>

분야 기  간
톰슨 로이터

노벨과학상 예상(명)

실제 노벨과학상 

수상자(명)

예측 성공 

비율

평균 수상

격차(년)

화학
1989~2001 8 8 100% 4.1

2002~2013 42 3 7.1% 1.3

생리의학
1989~2001 7 7 100% 7.3

2002~2013 61 8 13.1% 1.4

물리학상
1989~2001 2 2 100% 14.0

2002~2013 54 6 11.1% 1.0

총계
1989~2001 17 17 100% 8.5

2002~2013 157 17 10.9% 1.2

<톰슨 로이터 예상 수상자와 노벨과학상 수상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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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 예측년도 예상 수상자 분야
노벨과학상

수상 년도
1997 K. Barry Sharpless Chemistry 2001
1997 John A. Pople Chemistry 1998
1997 Ahmed H. Zewail Chemistry 1999
2002 K.C. Nicolaou Chemistry
2002 J. Fraser Stoddart Chemistry
2002 George M. Whitesides Chemistry
2002 Adriaan Bax Chemistry
2003 Seiji Shinkai Chemistry
2003 Robert H. Grubbs Chemistry 2005
2006 Tobin J. Marks Chemistry
2006 Steven V. Ley, CBE, FRS Chemistry
2006 Stuart L. Schreiber Chemistry
2006 Gerald R. Crabtree Chemistry
2006 David A. Evans Chemistry
2007 Samuel J. Danishefsky Chemistry
2007 Barry Trost Chemistry
2007 Dieter Seebach Chemistry
2008 Charles Lieber Chemistry
2008 Krzysztof (Kris) Matyjaszewski Chemistry
2008 Roger Tsien Chemistry 2008
2009 Michael Grätzel Chemistry
2009 Jacqueline K. Barton Chemistry
2009 Gary B. Schuster Chemistry
2009 Benjamin List Chemistry
2009 Bernd Giese Chemistry
2010 Stephen J. Lippard Chemistry
2010 Omar M. Yaghi Chemistry
2010 Patrick O. Brown Chemistry
2010 Susumu Kitagawa Chemistry
2011 Martin Karplus Chemistry 2013
2011 Donald A. Tomalia Chemistry
2011 Fritz Vögtle Chemistry
2011 Allen J. Bard Chemistry
2011 Jean M. J. Fréchet Chemistry
2012 Louis E. Brus Chemistry
2012 Masatake Haruta Chemistry
2012 Graham J. Hutchings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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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 예측년도 예상 수상자 분야
노벨과학상

수상 년도
2012 Akira Fujishima Chemistry
2013 Bruce N. Ames Chemistry
2013 A. Paul Alivisatos Chemistry
2013 Chad A. Mirkin Chemistry
2013 Nadrian C. Seeman Chemistry
2013 M.G. Finn Chemistry
2013 Valery V. Fokin Chemistry
2013 K. Barry Sharpless Chemistry
1989 Sydney Brenner Medicine 2002
1989 Luc Montagnier Medicine 2008
1989 J. Michael Bishop Medicine 1989
1989 Eric R. Kandel Medicine 2000
1989 Harold E. Varmus Medicine 1989
1989 Alfred G. Gilman Medicine 1994
1989 Edwin G. Krebs Medicine 1992
2002 Sir Michael J. Berridge, FRS Medicine
2002 Robert A. Weinberg Medicine
2002 J. Craig Venter Medicine
2002 Eric S. Lander Medicine
2002 Francis S. Collins Medicine
2002 Alfred G. Knudson Jr. Medicine
2002 Bert Vogelstein Medicine
2002 † Yasutomi Nishizuka Medicine
2006 Sir Alec J. Jefferys, FRS Medicine
2006 Sir Martin Evans Medicine 2007
2006 Pierre Chambon Medicine
2006 Ronald M. Evans Medicine
2006 Oliver Smithies Medicine 2007
2006 Mario R. Capecchi Medicine 2007
2006 Elwood V. Jensen Medicine
2007 R. John Ellis, F.R.S Medicine
2007 Joan Massague Medicine
2007 F. Ulrich Hartl Medicine
2007 Fred H. Gage Medicine
2007 Arthur Horwich Medicine
2008 Jules A. Hoffmann Medicine
2008 Rory Collins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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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 예측년도 예상 수상자 분야
노벨과학상

수상 년도
2008 Bruce A. Beutler Medicine
2008 Gary Ruvkun Medicine
2008 Shizuo Akira Medicine
2008 Victor R. Ambros Medicine
2008 Sir Richard Peto Medicine
2009 Seiji Ogawa Medicine
2009 Randy Schekman Medicine 2013
2009 Jack W. Szostak Medicine 2009
2009 James E. Rothman Medicine 2013
2009 Elizabeth H. Blackburn Medicine 2009
2009 Carol W. Greider Medicine 2009
2010 Ralph M. Steinman Medicine
2010 James E. Till Medicine
2010 Jeffrey M. Friedman Medicine
2010 Douglas L. Coleman Medicine
2010 Shinya Yamanaka Medicine
2010 † Ernest A. McCulloch Medicine
2011 Robert S. Langer Medicine
2011 Charles L. Sawyers Medicine
2011 Timothy R. Mosmann Medicine
2011 Robert L. Coffman Medicine
2011 Jacques F. A. P. Miller Medicine
2011 Brian J. Druker Medicine
2011 Nicholas B. Lydon Medicine
2011 Joseph P. Vacanti Medicine
2012 Richard O. Hynes Medicine
2012 Erkki Ruoslahti Medicine
2012 Masatoshi Takeichi Medicine
2012 Anthony ʻʻTonyʼʼ R. Hunter Medicine
2012 Anthony ʻʻTonyʼʼ J. Pawson Medicine
2012 C. David Allis Medicine
2012 Michael Grunstein Medicine
2013 Daniel J. Klionsky Medicine
2013 Noboru Mizushima Medicine
2013 Yoshinori Ohsumi Medicine
2013 Adrian P. Bird Medicine
2013 Howard Cedar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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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 예측년도 예상 수상자 분야
노벨과학상

수상 년도
2013 Aharon Razin Medicine
2013 Dennis J. Slamon Medicine
1990 Frank A. Wilczek Physics 2004
1990 David J. Gross Physics 2004
2002 Yoshinori Tokura Physics
2002 Shuji Nakamura Physics
2002 Michael B. Green, FRS Physics
2002 John H. Schwarz Physics
2002 Edward Witten Physics
2006 Paul J. Steinhardt Physics
2006 Peter Gruenberg Physics 2007
2006 Masataka Nakazawa Physics
2006 Emmanuel Desurvire Physics
2006 Alan H. Guth Physics
2006 Andrei Linde Physics
2006 Albert Fert Physics 2007
2006 David N. Payne, FRS Physics
2007 Sumio Iijima Physics
2007 Lord Rees of Ludlow Physics
2007 Arthur B. McDonald Physics
2007 † Yoji Totsuka Physics
2008 Sir Roger Penrose Physics
2008 Vera C. Rubin Physics
2008 Andre K. Geim Physics 2010
2008 Kostya Novoselov Physics 2010
2008 Dan Shechtman Physics
2009 Yakir Aharonov Physics
2009 Sheldon Schultz Physics
2009 Sir John B. Pendry Physics
2009 Sir Michael V. Berry Physics
2009 Juan Ignacio Cirac Physics
2009 David R. Smith Physics
2009 Peter Zoller Physics
2010 Brian P. Schmidt Physics
2010 Adam G. Riess Physics
2010 Thomas W. Ebbesen Physics
2010 Saul Perlmutter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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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슨로이터 예측년도 예상 수상자 분야
노벨과학상

수상 년도
2010 Lyman A. Page Physics

2010 David N. Spergel Physics

2010 Charles L. Bennett Physics

2011 Eli Yablonovitch Physics

2011 Sajeev John Physics

2011 Alain Aspect Physics

2011 Anton Zeilinger Physics

2011 John F. Clauser Physics

2011 Hideo Ohno Physics

2012 Stephen E. Harris Physics

2012 Lene V. Hau Physics

2012 Leigh T. Canham Physics

2012 Charles H. Bennett Physics

2012 Gilles Brassard Physics

2012 William K. Wootters Physics

2013 Geoffrey W. Marcy Physics

2013 Michel Mayor Physics

2013 Didier Queloz Physics

2013 Hideo Hosono Physics

2013 François Englert Physics 2013

2013 Peter W. Higgs Physic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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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의 관련 자료들과 Zurich Research Laboratories와 노벨과학상 수상 관련 내용을 입수･
전달해 주신 IBM Korea 손명희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나라지표(www.index.go.kr)

Lasker Foundation(http://www.laskerfoundation.org)

IBM 홈페이지(www.ibm.com)

Philanthropy Roundtable 홈페이지(http://www.philanthropyroundtable.org)

Wolf Foundation(http://www.wolffund.org)

노벨상 홈페이지(http://www.nobelprize.org)

록펠러 대학 홈페이지(http://www.rockefeller.edu)

록펠러 재단 홈페이지(http://www.rockefellerfoundation.org)

브리태니커 홈페이지(http://preview.britannica.co.kr)

삼성 미래육성재단 홈페이지(www.samsungstf.or.kr)

삼성 호암재단 홈페이지(http://hoamprize.samsungfoundation.org)

삼성이야기, 삼성그룹 블로그(http://blog.samsung.com/3559)

카네기 재단 홈페이지(http://www.carnegiefoundation.org/)

포스코 청암재단 홈페이지(http://www.postf.org)

하워드휴즈연구소 홈페이지(http://www.hhmi.org)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http://cesi.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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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1~현재)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1~현재)

※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이슈페이퍼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1-01 KISTEP 선정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직업군
이승룡

(KISTEP)

2011-02 2011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
손석호, 한종민, 임현

(KISTEP)

2011-03
지역R&D 효율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역할을 중심으로 -
차두원 외(KISTEP)

2011-0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제간 연구 현황과 시사점
주혜정, 이정재

(KISTEP)

2011-05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양용석

(국회 정책비서관)

2011-06 기술분야별 SCI 논문 질적 위상 분석 및 시사점
김용정, 오동훈

(KISTEP)

2011-07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상위 기업의 R&D 특징과 시사점
김용희, 이정재

(KISTEP)

2011-08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 및 시사점
고윤미, 이정재

(KISTEP)

2011-09
중소기업 R&D기술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 및 

정책적 운영방안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1-10 핵심과학기술인의 성과선행지수 (STPLI) 개발, 적용 및 시사점
김진용

(KISTEP)

2011-11 기업지원형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이태근, 윤수진

(KISTEP)

2011-12
주요국 연구기관의 블록펀딩(Block Funding) 지원 동향 및 

시사점
전유정, 차두원

(KISTEP)

2011-13 지역 R&D 생산성 분석 및 시사점
김성진(KISTEP)

백철우(선문대학교)
염성찬(KISTEP)

2011-14 특허지표를 활용한 기술수준평가 연구방법론의 적용
서규원

((재) 실감교류 인체감응솔
루션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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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1-15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오세홍, 박석종

(KISTEP)

2011-16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
안혜린, 이정재

(KISTEP)

2011-17
OECD 국가 및 우리나라의 
지역 과학기술역량 진단

김용희, 이원홍
(KISTEP)

2011-18 중점녹색기술 기술수준현황과 시사점
홍미영, 황기하, 홍정석, 

이경재(KISTEP)

2011-19 출연(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방안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1-20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방식 개선 및 

시민-전문가 평가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제언
한민규, 유지연, 이승룡

(KISTEP)

<2012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
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
정부 R&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
김용희
(KISTEP)

2012-04
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
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
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 지원방안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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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
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전승수
(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
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
신재호
(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
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
양혜영
(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
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2012-16
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
전현곤(에이탑컨설팅)
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
이도형
(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
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
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2012-20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
김홍범
(KISTEP)

<2013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1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차두원, 유지연

(KISTEP)

2013-02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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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3-03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
고윤미
(KISTEP)

2013-04 대학･출연(연)의 국가R&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
이길우
(KISTEP)

2013-05
성공적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
이도형, 김이경

(KISTEP)

2013-06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
정우성, 양현채
(POSTECH)

2013-07 창조경제와 물 산업
이종석(KAIA)

김종욱(KISTEP)

2013-08 민간 기업과 재단 연구자의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과 요인 분석

차두원(KISTEP)
장인호(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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