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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사회의 양극화, 기후변화･재난 등 여러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이 등장
 1999년 세계과학회의 선언에서 제시된 ‘사회를 위한 과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社會技術’로 정의하고 이의 구현 방법을

모색
- 2005년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ciety: RISTEX)’사업 추진
[그림]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의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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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사회문제 해결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시행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전용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추진체제 구축

- 산업혁신을 지향하는 사업과는 다른 사업 기획･평가 및 추진체제를 도입
-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분석･토의 시스템 구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조직, 지자체가 연구개발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은 사용자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혁신주체들과의 상호

작용에 바탕한 DUI(Doing-Using-Interacting) 유형의 혁신인 경우가 많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많은 연구개발사업들이 DUI 유형의 접근보다는 STI(ScienceTechnology-Innovation) 유형의 접근을 하고 있음
 DUI 유형의 혁신활동에 부합되도록 사업의 거버넌스를 시민사회 및 현장 활동조직 참여형,

실행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촉진형으로 설계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동시에 구성

- 사회적 혁신 생태계를 구성함으로써 산업혁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혁신생태계를
다양화하고 생태계 사이의 보완성을 강화
 실증･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개발된 기술이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구현활동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운영
 기술개발사업 결과를 실용화할 때 민간 기업을 통한 상업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채널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공익성 조직을 통해 실용화하는 방안 필요
-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공공구매 정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공공성을 지향하면서도 기업의 역동성을 발휘하는 기술기반 사회적 기업 활용

- 민간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여
실증･구현사업의 현장 지향성 강화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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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사회의 양극화, 기후변화･재난 등 여러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산업혁신정책’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 혁신정책(societal innovation policy)’이 등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혁신정책의 목표와 추진체제는 산업혁신정책과는 다름
 문제인식과 기술혁신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산업혁신정책과 다름
 문제해결활동이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혁신활동 참여가 필요

- 기업만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도 혁신활동의 주요 주체로 참여
- 따라서 산업혁신정책과는 다른 추진체제 구축이 필요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이 등장
 1999년 세계과학회의 선언에서 제시된 ‘사회를 위한 과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

-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社會技術’로 정의하고 이의 구현 방법을 모색
 2001년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가 사회기술연구개발시스템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이

2005년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ciety:
RISTEX)’사업으로 독립함
- 2009년에는 약 18억 5천만 엔, 2010년에는 약 19억 7천만 엔 예산이 배정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의 활동을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볼

것임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추진체제에 대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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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개요
1. 임무와 주요 활동유형
 사회기술의 정의
 사회기술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융․복합 영역에 존재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현대 사회에 현존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의 임무
 일본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 저출산 고령화, 안전/안심 등의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물 부족, 자원 고갈, 빈곤, 문화 다양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대응
 ‘문제해결형 혁신활동’ 수행

- 순수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수행
- 이는 과학기술활동에서 축적된 지식, 경험, 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한 새로운 ‘문제해결형
혁신활동’을 요구
∙ 문제해결형 혁신은 특정 지역(국가, 도시 등)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사회실험을 통해
이루어짐
∙ 특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과 연대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과 창출 지향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의 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이를 통한 사회와의 대화

- 연구자, 기업인, 정치인, 시민사회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자와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기술 연구개발 테마 도출
- 사회기술 포럼 등을 통해 연구개발 방향성 및 신규 연구개발 영역이나 프로그램 등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고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수행

- 연구개발 영역 및 프로그램별로 연구개발 추진체제를 갖추고 공모를 통해 연구개발
사업과 기획 조사사업 수행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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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위한 사업 수행

- 연구개발 성과의 사회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영역(연구개발 성과 실증･구현
지원)을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
-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성과들이 사회에 어떻게 이용 및 전개되고 있는지 등을 공개
심포지엄 등으로 공표

2. 조직구조 및 업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센터장,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로 구성
 센터장은 연구개발 영역의 형성 및 개폐와 같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협의
 평가위원회 역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 진척 상황 등에

대한 중간 및 사후 평가, 수시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상위 단위는 <연구개발 영역>임
 각 연구개발 영역의 책임자는 영역 총괄인데, 이들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 운영,

관리 등 연구개발 영역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짐
 2011년 8월 현재, 7개의 연구개발 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1개의 영역(과학기술정책을 위한

이노베이션 과학)이 기획단계 중에 있음(정보와 사회영역은 종료 후 마무리 작업)
[그림 1]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의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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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사회

프로그램>
범죄로부터
지키는 어린이
안전

기획운영실장
기획/추진

운영/지원

프로그램

Fellows
조정/협력

- 5 -

정책을 위한
과학 연구개발

STEPI ISSUES & POLICY 2011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추진
 영역 총괄은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공모를 통해 프로젝트를 선정
 각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책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20여명으로 구성된 연구 팀을 구성

- 프로젝트 참여자는 프로젝트 수행만이 아니라 상위 연구개발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역 회의, 영역 심포지엄 등에도 참여 → 다른 프로젝트들과의 상호 연대, 네트
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

III. 연구개발 영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사업은 7개 연구개발 영역별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1개의 영역이 준비중에 있음
 각 영역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토대로 형성됨

- 과학기술에 입각한 연구영역 설정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에 기반한 연구영역 설정
 연구주제들은 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가 융합된 내용들이 많음
 각 영역에서 수행되는 연구프로젝트는 연구소･대학･기업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시민사회

조직 등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
-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조직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서비스 조직, 지자체가 프로젝트에 참여

1. 커뮤니티에 기반한 새로운 고령화 사회 디자인
 개요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개발 영역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음
 고령사회 문제는 도시 외부나 소외 지역 등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이나 커뮤니티에 기반한 연구 수행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두 개의 그룹으로 구성

- 그룹I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연구개발로서 연구개발 추진
방안 및 과학적 평가 지표 체계화 등을 포함(프로젝트별 연간 천만 엔 이하의 연구개발비)
- 그룹II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이나 방법 등에 대한 검증 내용을
포함(연간 2∼3천만 엔의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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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커뮤니티에 기반한 새로운 고령 사회 디자인 영역의 2010년 선정 프로젝트
종류

그룹

I

프로젝트명

연구 책임자 및 주요 참여 기관

太田秀樹(의료법인 아스무스 이사장)
｡ (주)메디컬 그린 도치기시 보건 복지부
｡
재택 의료 추진을 위한 지역 진단 표준 툴 (유)파이아트 올리브 방문 간호 스테이션
｡ 의료법인 아이무스
개발(2010∼2013년)
｡ 자치 의과 대학
｡ 사노 단기대학 등
鈴木隆雄(국립 장수 의료연구센터 연구소장)
고령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한 생활 지표 ｡
동경도 건강장수 센터
개발(2010∼2013년)
｡ NPO 법인 생활/복지 환경조성 21 등

연구
개발
프로
젝트

小川晃子(이와테 현립대학 교수）
｡ 이와테현 보건 복지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생활지원형 커뮤 ｡
이와테현 사회 복지 협의회
니티 조성(2010∼2013년)
｡ (주)야마토 운수
｡ (주)이와테시가 등
II
세컨드 라이프의 취학 모델 개발 연구
(2010∼2013년)

프로젝트
기획조사

辻哲夫(동경대 고령 사회 종합 연구기구 교수）
｡ 카시와시 건강 복지부
｡ (독)도시 재생 기구 치바 지역 지사
｡ NPO 법인 식물 공장 연구회
｡ 치바 대학
｡ (주)어그리 플러스 등

고령자의 건강 증진 및 사회 참가, 사회
佐藤眞一(오사카대학 교수)
공헌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지침 검토
현역 고령자에 의한 쇠퇴 도시 재활성화에
佐藤俊郎((주)환경 디자인기구 대표)
관한 기획 조사

2. 지역 탈온난화･환경 공생 사회
 개요
 지구 온난화와 대규모 기후 변동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 시작
 탈온난화 및 환경 공생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횡단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발상에 근거하여

구상
 탈온난화와 환경 공생의 시점에서 활력 있는 지역 개발을 정의하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한 방법을 개발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두 개의 그룹으로 구성

- 그룹I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지를 제안하는 그룹으로, 정책 제언이나
연구개발 추진 방안에 대한 내용 포함(프로젝트별 연간 천만 엔 이하의 연구개발비)
- 그룹II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검증을 포함(연간
2∼3천만 엔의 연구개발비)
- 현재 18개 프로젝트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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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 탈온난화･환경 공생 사회 영역의 2010년 선정 프로젝트
종류

구분

프로젝트명

연구 책임자 및 주요 참여 기관

大日方聰夫(NPO법인 마메테 키나사 이사장)
｡ 나가노 신린 조합 키나사 사업소
환경 친화적 이동 수단에 의한 산간 지역 활성화 ｡
신쥬대학
(2010∼2013년)
｡ 카나사 주민 자치 협의회
｡ NPO 법인 마메테 키나사 등

I

亀山秀雄(동경 농공대학 교수)
｡ (주)오다
｡
도시부 연대를 통한 에코 서비스 비지니스 모델 동경 농공 대학
의 지역 정착에 관한 조사 연구(2010∼2012년) ｡ 홋카이도 대학
｡ 가나가와현 하코나 마치
｡ NPO 법인 신주쿠 환경 활동 넷 등
湯淺墾道(규슈 국제대학 교수)
｡ 키타 규슈 상공 회의소
환경 모델 도시의 기존 시가지 저탄소화 연구 ｡
(주)신닛테츠 도시 개발
(2010∼2013년)
｡ 규슈 국제 대학
｡ NPO 법인 유메오이뱅크 등
島谷幸宏(규슈대학 교수)
｡ (주)퍼시픽 컨설턴트
U턴 촉진 및 지역 전원 참가를 통한 산업 창조 ｡
규슈대학
방안 연구(2010∼2013년)
｡ 미야자키현
｡ NPO 법인 미나미 하타 댐 정수회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II

田內裕之((독)신린 종합연구소)
｡ (주)가와사키 플랜트 시스템즈
지역 자원을 통한 순환형 생활의 정착(2010∼ ｡
(독)신린 종합연구소
2013년)
｡ 니요도 자연 소재 등 활용 연구회
｡ NPO 법인 도사노 모리 교수회 등
富野暉一郎(류코쿠대학 교수）
지역 재생형 환경 에너지 시스템 정착을 위한 광역 ｡ 신주쿠 에코 사업자 연락회
｡ 류쿠 대학
공공 인재 육성 및 활용 시스템 형성
｡ 동경도 환경국
(2010∼2013년)
｡ NPO법인 환경 시민/자연 에너지 정책 플랫폼 등
花木啓祐(동경대 교수)
｡ (주)동경 돔
주체적인 행동 유발에 의한 분케이구의 탈온난화 ｡
동경대학
(2010∼2013년)
｡ 분케이구 구역소
｡ NPO법인 환경 네트워크 분케이 등

프로젝트
기획조사

채택 과제 없음

3. 범죄로부터 지키는 어린이 안전
 개요
 어린이 관련 범죄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짐
- 어린이 방범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 및 연구자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어린이 방범의 근간이 되는 과학적 지식 및 대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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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대책이 각 지역에 정착되고 효과적,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
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 지향
 2011년 현재 총 11개 프로젝트가 추진 중
<표 3> 범죄로부터 지키는 어린이 안전 영역의 2009년 선정 프로젝트
종류

프로젝트명

연구 책임자 및 주요 참여 기관

石川正興(와세다대학교 교수)
｡ 후쿠오카현 경찰본부 생활안전소년과
｡ 일본 가디언 엔젤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다기관 연대 모델 ｡ 키타 규슈시 교육 위원회
｡ 키타 규슈시 어린이 종합 센터
창조(2009∼2012년)
｡ 후쿠오카 보호 관찰소
｡ 홋카이도 경찰 본부 생활안전부
｡ 삿포로시 중앙 아동 상담소
小泉令三(후쿠오카 교육대학 교수)
범죄 피해 및 가해 방지를 위한 대인관계 능력 ｡
공립 초등학교 부모 교사회
향상 프로그램 개발(2009∼2012년)
｡ 공립 중학교 PTA
연구개발
프로젝트

辻井正次(하마마쯔 의과 대학 교수)
｡
범죄 피해 및 가해 방지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NPO 법인 아스페에르데 회의
｡ 오사카시 교육 위원회
(2009∼2012년)
｡ 아이치 아동 보건 의료 종합센터 등
中村健二(리츠메이칸대학 조교)
어린이 범죄와 관련된 전자 게시판 기사의 수집 ｡
간사이대학
및 감시 방법 검토(2009∼2011년)
｡ 분쿄 대학
平田オリザ(오사카대학 교수)
｡ 시즈오카현 아동 연락 협의회
연극 워크숍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방범 네트워크 ｡ NPO 법인 프린지 씨어터 프로젝트
｡ NPO 법인 JAE
구축(2009∼2012년)
｡ 리즈메이칸 초등학교
｡ (재)교토시유스 서비스 협회 등

프로젝트
기획조사

심리적 요인에 주목한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예방 辻井正次(하마마쯔 의과대학)
어린이 감정이해 및 통제 능력 측정 및 훈련

箱田裕司(규슈 대학)

4. 과학 기술과 인간
 개요
 향후 과학 기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른 사회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수행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과학 기술의 변용 실태 및 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안
 현재 12개 프로젝트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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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과학 기술과 인간 영역의 2009년 선정 프로젝트
종류

프로젝트명

연구 책임자 및 주요 참여 기관

飯澤理一郎(홋카이도대학교 교수)
행위자 협동에 의한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모델화 ｡ 삿포로 소비자 협회
｡ 홋카이도 여성 농업자 네트워크
연구(2009∼2012년)
｡ 홋카이도 농정부 등

자폐증에 대응 가능한 사회(2009∼2012년)

연구개발
프로젝트

瀬川至朗(와세다대학 교수)
｡ 과학 저널리스트
과학 기술 정보 허브로서의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 ｡ 과학 기술 광고 연구회
｡ 이화학 연구소
구축(2009∼2012년)
｡ 교토대학
｡ 동경대학 등

불확실한 과학적 상황에서의 법적 의사 결정
(2009∼2012년)

프로젝트
기획조사

大井学(카나자와대학 교수)
｡ NPO 법인 아스베 의회
｡ 이시가와현 발달장애자 지원센터
｡ 이시가와현 사립 유치원 협회
｡ 카나자와시 중앙 초등학교 등

中村多美子(변호사법인 리브라 법률 사무소 변호사)
｡ 각종 변호 단체 소속 변호사
｡ 오이타현 변호사회
｡ NPO 법인 아인슈탄
｡ 동북대학
｡ 교토대학 등

해당 과제 없음

5. 문제 해결형 서비스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연구개요
 서비스 과학 분야에서 사회의 구체적이고 잠재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실제 데이터 및 사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론 개발을 목표로 함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두 개의 그룹으로 구성

- 그룹I은 문제 해결형 연구로 특정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 및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임(최대 3년까지 실시, 프로젝트별 연간 4천만 엔 이하의 연구개발비)
- 그룹II는 횡단형 연구로 연구 요소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횡단의 유형에는 문리 융합형 연구, 인문사회과학 융합형 연구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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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문제 해결형 서비스 과학기술 영역의 2010년 선정 프로젝트
종류

그룹

I

프로젝트명

연구 책임자 및 주요 실시 기관

内平直志((주)도시바 연구개발 센터 변호사)
｡ (주)시미즈 건설
음독 기술을 통한 의료/개호 서비스 공간의 ｡
호쿠리쿠 첨단 과학 기술 대학
커뮤니케이션 혁신(2010∼2013년)
｡ 산업기술대학
｡ 규슈공업대학
木嶋恭一(동경대학 교수)
서비스 시스템 모델링을 통한 산업 집적 가치 창조 ｡
동경 대학
가시화와 지원(2010∼2013년)
｡ NPO 법인 타쿠미노 마치시모스와

연구개발
프로젝트

II

原辰徳(동경대학 감사)
고객 경험과 설계 생산 활동의 해명을 통한 고객 ｡
(주)JTP
참가형 서비스 구성 지원법(관광 서비스의 여행 ｡
수도대학
설계 프로세스 고도화 사례) (2010∼2013년) ｡
동경대학
藤川佳則(히토츠바시대학 조교수)
문맥 시점에 의한 서비스 가치 공동 창조 모델의 ｡ (주)공문 교육 연구회
｡ (주)양품 계획
연구(2010∼2013년)
｡ 메이지학원대학
의료/개호 서비스 장(場)의 형성 및 이노베이션에
三宅美博(동경대 조교수)
관한 기획조사

프로젝트
기획조사

지방 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회 시뮬레이션 모델 寺野隆雄(NPO법인 횡단형 기간 과학기술
기획조사
연구단체 연합조사 연구위원회 조사원)
제조 판매 일체형 정보 순환 실현을 위한 고객
貝原俊也(고베대학 교수)
서비스의 계측 및 해석에 관한 기획 조사
국가별 적응형 서비스 통계를 위한 서비스 가치
淺間一(동경대 교수)
도출 프로세스 관측 기획 조사

6. 연구개발 성과 실증･구현 지원 프로그램
 개요
 연구개발 성과를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환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
 실증･구현 지원이란 정부 등의 공공 기관 자금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현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의 기반을 다지고 사회에서 실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
 현재 총 19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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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개발 성과 실증･구현 지원 프로그램 2010년 선정 프로그램
종류

프로젝트명

연구 책임자 및 주요 참여 기관

웹을 활용한 원아 종합 시스템 실증･구현

安梅勅江(츠쿠바대학교 교수)
｡ 이바라키현

수도권 직하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 재건 林春男(교토대학 교수)
｡ 동경도
지원 시스템 실증･구현
연구개발
프로젝트

本間之夫(동경대학 교수)
의학적 기능 평가에 기초한 고령자의 배뇨 자립 ｡
사이타마현
지원
｡ 동경도
矢野賢一(미야기대학 교수)
｡ 미야기현
｡ 기후현

식사 지원 로봇의 실증･구현

농작물 광해 방지를 위한 통학로 조명의 실증･ 山本晴彦(야마구치대학 교수)
｡ 야마구치현
구현

7.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위한 과학 연구개발 영역
 개요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과학적 기반에서 추진하기 위해 2011년에 처음으로 도입
 정책 형성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개발 해석 방법이나, 분석 모델, 데이터의

체계화 툴, 지표 등을 개발할 예정

IV. 사업추진의 특성
1. 사회문제 도출 과정의 체계화
 사회기술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정에서 체계적인 사회문제 추출･분류활동을 수행
 연구대상이 될 만한 사회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문제 대한 조사, 분류

작업 수행
- 소방백서, 정보통신백서, 범죄백서, 경찰백서, 교통안전백서, 방재백서, 청소년백서, 고령
사회백서 등을 분석
 도출된 문제들은 문제의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문제 지도” 형태로 정리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외부 워크숍,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워크숍을 개최하여 주요 연구 영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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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문제 추출과정의 사례
2008 년 1 - 3월

2008년 4월

사회문제의
추출 및 분류 정리

• 백서 , 서적 등의 조사 를 통 해 주요 사 회문 제를 추출

제 1차 검토 워크샵

• 사회 기술 연구 개발 영역 후보로 생각되는 사회문제에
대 해 검토

2008 년 5 - 7월

센터 내 검토

2008 년 7 - 8월

영역 후보 테마별 워크샵

제 2차 검토 워크샵

2008년 8월

• 사회 기술 연구 개발 사업으로서의 타당성 검토
• 관계 자 및 전 문가 리스트 작 성과 관련 상황 조사

• 테마 별 구체적 인 안 건 및 예 상 연구개발 어프로치 등을
검토

• 이상 을 통해 얻어진 검토 결 과를 기초로 영역 후보를
결정
• 목표 , 연구개 발 요 소, 명칭, 대상, 기대 효과 등의
개 요를 작성

공개 포럼으로 의 견 청 취 및 반 영

운영 위원회

• 운영 협의회 에 의한 사전 평가 및 결정

 기술적･산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문제도출이 아니라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에

초점을 둔 접근임
 기존 산업혁신정책과는 다른 문제 설정 방식을 취하고 있음

2.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산․학․관 협력 및 학제 간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의 다양성 추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이나 연구 기관과 같은 연구조직 뿐만 아니라, NPO법인, 민간

기업, 지자체 등과 같은 보다 현장에 밀접한 사회 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짐
 연구개발 영역 설정에서도 다양한 이해의 반영이 이루어짐
 직접적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영역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현장 관계자를 인터뷰 하여 다양한 관점을 반영

3. 독립적인 실증･구현 지원 사업 운영
 실증･구현 지원의 필요성
 사회기술은 산업기술과 비교할 때 사회에 적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음
 사회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성과의 실증 및 보급을 담당할 주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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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의 경우 기업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담당하여 실증･구현활동 수행
- 그러나 사회기술은 연구개발 주체와 실증 및 보급 주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성 확보의 전망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개발된 기술의 사회적용을 위해
투자 위험성이 있음
 연구개발 성과 실증･구현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기술 연구개발 이후 실증 및 보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기반을 형성

 지원 대상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실현 가능성 테스트를 거쳐 이미 프로토타입이 제시되어 있거나,

보다 소프트하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성과물들을 포함
- 실현 가능성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
 사회문제 해결이 확실히 가능하더라도, 상품화 활동은 본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다른 산업혁신관련 사업에서 지원
[그림 3] 연구개발 성과 실증･구현 지원 사업 대상
사회 문제 해결
기업화

실증구현 활동
(지원대상)

상품화

프로토타입 개발

소프트/방법론 개발

사회 기술 연구
연구 개발 ( 공공 연구개발 자금)

 과거 연구개발 성과를 가지고 실증･구현활동을 하려는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

교수들이 공모에 참여하고 있음. 향후, 기업이나 NGO 등 다양한 주체들을 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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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시사점
 사회문제 해결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시행
 신성장동력 사업 등 산업혁신관련 사업에 부속되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사업과 같이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독자적인 범주의 사업 설치 필요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전용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추진체제 구축

- 산업혁신을 지향하는 사업과는 다른 사업 기획･평가 및 추진체제를 도입
-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분석･토의 시스템 구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공공복지안전 연구개발사업(교과부),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 사업(지경부) 등

의 추진은 이런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이들 사업들은 여전히 기존 산업혁신관련 사업의 기획 및 평가체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조직, 지자체가 연구개발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은 사용자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혁신주체들과의 상호작용에

바탕한 DUI(Doing-Using-Interacting) 유형의 혁신인 경우가 많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많은 연구개발사업들이 DUI 유형의 접근보다는 STI(ScienceTechnology-Innovation) 유형의 접근을 하고 있음
-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공공복지안전 연구개발사업, QoLT 사업의 경우도 수요조사에
바탕해서 사업기획을 하고 있지만,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에 의한 수요제시, 기술분류,
사업기획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DUI 유형의 혁신활동에 부합되도록 사업의 거버넌스를 시민사회 및 현장 활동조직 참여형,

실행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촉진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전략기획을 통한 과제 발굴보다 시민사회와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올라오는 아이디어･
노력･활동들이 자기조직화되는 ‘발현적 혁신(emergent innovation)’을 촉진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동시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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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혁신생태계를 구성함으로써 산업혁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혁신생태계를
다양화하고 생태계 사이의 보완성을 강화
 실증･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개발된 기술이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구현활동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운영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사업도 시행
 기술개발사업 결과를 실용화할 때 민간 기업을 통한 상업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채널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공익성 조직을 통해 실용화하는 방안 필요
-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공공구매 정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공공성을 지향하면서도 기업의 역동성을 발휘하는 기술기반 사회적 기업 활용

- 민간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여
실증･구현사업의 현장 지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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