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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지역혁신체제 재검토가 왜 필요한가?
 중앙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독자성 및 자생능력 확충이 여전히 미흡
 지역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일정 정도 임계치에 달했으나, 단편적․파편적인

사업 추진으로 투자 효율성 저하
 경로 창출을 위한 탐색의 장이자 새로운 기술·사회시스템의 실험장으로서 지역의 중요성

제고
 사회적 혁신정책(societal innovation policy) 실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지역 강조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최종 주체로서 지역이 강조됨
 통합형 지역혁신정책의 중요성 제고 및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에 맞는 지역혁신정책의 방향

설정과 추진체제 개편이 필요
 국내·외 지역혁신정책 동향 파악
 일부 선진국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되, 통합적 지역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관련 정책수단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중임
- 지역혁신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 추진체계 및 통합조직 정비, 포괄적 예산
운용방식 확대, 중앙정부의 정책 수단에 대한 조정 및 평가 강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 지역 간 협력 강화 등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지역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 추진

- 지역의 자율과 경쟁을 기반으로 지자체 중심의 R&D 사업 강조, 지방의 자생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방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지역혁신체제 및 거버넌스 현황과 문제점 분석
 지역혁신체제 및 거버넌스 추진실적 및 주요 성과

-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산업혁신 기반 강화, 지역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확대,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두드러진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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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지역혁신체제 추진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

- (지역 R&D 투자 재원) 중앙부처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의 독립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
 중앙정부의 R&D 투자 비중에 비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자체
과학기술관련 예산 비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지역 R&D 사업내용) 여러 중앙부처가 독자적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
 지경부, 교과부 등 여러 중앙부처가 독자적으로 다양한 지역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처별 지역 R&D 투자 대부분을 교과부, 지경부, 중소기업청이 차지
- (거버넌스) 지역 R&D 사업 종합조정 및 통합관리 추진체계 간 연계 미흡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역발전위원회 등 지역 R&D 사업을 수립, 심의·조정하는
주체 간에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여 투자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부처 및 지역 간 중복 투자와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기 위해 광특회계 규모를 확대
했으나 포괄보조사업 간의 유사중복 문제가 여전, 지자체의 포괄적인 사업선택권을 제약
- (거버넌스) 사업 운영 지역에 내재된 구조적 비효율성 및 지자체 역할 미흡
 지역별 산업육성의 단계별 전략 수립에 필요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으며 부처
내에서도 상이한 추진주체·체계로 통합적 사업관리가 어려움
- (지역 내 거버넌스) 지방 R&D 사업의 체계적 추진체계 미흡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체제 및 전담관리기관 부족 및 전체적으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과학기술정책 기획역량 부족
 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과제 1> 지역공동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기능 강조
 국가 수준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각 정책 분야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국과위의

정책 기획․조정 역할 강화
- 국과위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조직으로서 脫추격 혁신
체제로의 전환기적 리더십 발휘
- 기존의 인프라를 연계․활용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위한 정책 통합 노력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의 기획 및 사업 추진과 시범․모범 사례 발굴․확산
- 현장에서의 수요를 담을 수 있는 기획 체계 및 프로세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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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다양성 확보와 새로운 정책 실험을 위한 지역 역할 강조
 지방정부 주도하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내생적인 발전 경로 창출

- 중앙정부의 역할은 과거 추격시기와는 달리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을 줄여 나가는
갈등의 관리자 또는 혁신의 촉진자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지역은 전략적 니치로서 성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사회․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과제 3> 혁신주체 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
 지역 내 산·학 협력체제 구축 및 지역연구기관 설립 등을 통해 효과적인 성장 전략 시행

- 대학과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확보한 지식․기술의 활용․확산 재구축과 중소
기업, 사회적 기업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모델 창출
- 산·학·연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가 필요
- 현재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일정부분을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과제 4> 지역주도의 자율기획 강화를 위한 R&D 재정지원제도 개편
 지역에 의해 기획된 R&D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R&D 사업의 재정

지원제도 개편이 절실
- 지역의 특성 반영이 용이한 광특회계 사업의 비중은 확대하되, 일반회계 사업 중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검토하여 광특회계로 이관하는 작업도 필요
- 지자체 주도의 자율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수요와 역량에 기초한 지자체 주도의
포괄·위임 R&D 예산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지자체 기획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자체 주도 기획 사업은 지역의 R&D 수요조사를 통한 역매칭 연구개발사업 발굴 및
기획이라는 상향식 기술제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역밀착형 사업추진이 가능

<과제 5>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지역혁신정책 추구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지역혁신정책 설정 및 시스템 전환, 전략적 니치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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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경제성장 중심의 하드웨어적 지역개발정책에서 지역의 삶의 질 개선, 사회적 형평성
강화 등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지역혁신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 사회정책과 혁신정책이 서로 정합성을 이루도록 기존정책과는 차별되는 방향성과 전략,
기획 방식, 추진체계, 성과관리체계 필요
 지역기반 사회적 혁신 연구개발 활동 지원

- 지역수요 기반 사회적 혁신 연구개발 지원, 사회기술 개발․활용을 지원하고 정보를 축적·
확산하는「사회기술 지원센터」설립, 지역혁신사업에서 역매칭 사업으로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제 6> 통합적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지역 및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필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지방과학기술협의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형성 필요
- 지자체 산하 R&D 전담조직 설립 및 지자체 R&D 사업 관리·분석 기반 마련
- 지역 현장 니즈를 반영하여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우리 마을 실험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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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혁신체제 재검토가 왜 필요한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에 대한 반성
 중앙주도의 정책 하향식 추진으로 지역의 독자성 및 자생능력 확충이 여전히 미흡

- 그동안 지역은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하위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중앙정부의 시혜적
정책에 의존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지자체 중심의 특성화된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독자자생이
지속적인 과제


단편적 ․파편적인 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성과 미흡
 지역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일정 정도 임계치에 달했으나, 단편적․파편적인

사업 추진으로 투자 효율성 저하
- 자원요소투입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후속
사업 추진 및 관련 사업 간 연계가 필요
- 관할 부처 및 지역 중심의 분절적 추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전향적으로
개편하고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선 광역형 거버넌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창조 또는 脫추격(Post Catch-up)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 강조
 경로 창출을 위한 탐색의 장이자 새로운 기술·사회시스템의 실험장으로서 지역의 중요성

제고
- 새로운 니치를 실험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실험을 시행․확대해 나감으로써 기존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로를 창출
- 불확실성이 높은 탈추격 상황에서는 기존의 전면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소규모의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공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
 사회적 혁신정책(societal innovation policy) 실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지역 강조
 그동안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은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목표에

치중해 왔으며, 사회적 수요 측면은 상대적으로 경시해 왔음
- 경제성장에서 지역문제의 총체적 해결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사회 수요를 구체화할 수
있는 주체이자 실제 혁신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서 지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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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조직이면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지역 강조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리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최종 주체로서 지역이 강조됨
- 지역문제해결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주체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추진 사업의 중복과 자원 낭비를 가져올 수 있음
 통합형 지역혁신정책의 중요성 제고
 현재 지역이 당면한 다양한 사회․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IS-RIS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R&D, 사회, 인력 등 관련 정책 간의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
- 관련 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예산, 평가 등 관련 수단 간의 적절한 조합과
패키지형 정책이 필요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에 맞는 지역혁신정책의 방향 설정과 추진체제 개편이 필요
 환경변화에 전향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 지역혁신정책과 차별되는 방향성과 전략, 기획

방식, 추진체계, 성과관리가 필요
- 脫추격 혁신 상황에 맞게 장기적 전략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사회적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 설계와 거버넌스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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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지역혁신정책 동향
1. 국외 지역혁신정책 동향
 일부 선진국 내 지역혁신정책의 변화 내용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되, 통합적 지역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관련 정책수단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중임
- 지역혁신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 추진체계 및 통합조직 정비, 포괄적 예산
운용방식 확대, 중앙정부의 정책 수단에 대한 조정 및 평가 강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 지역 간 협력 강화 등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U 2020 전략에서는 지역정책의 목표로 지역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및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를 제시(EU, 2011)
- EU의 2020 스마트 성장은 혁신, 스마트 전문화 및 도전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으로, 각
지역이 갖는 잠재력과 수요에 의한 발전 추구
- 스마트 전문화는 지역 역량을 고려한 전략과 투자를 차별화하는 목적지향적 전략으로,
불필요한 중복을 배제하고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
-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통합된 혁신정책의 다차원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다른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지역 내부 및 초국적 협력을 강조
- 미래지향적이며 도전적인 임무와 기회 활용, 비교우위 강점에 기초한 스마트 전문화에
토대를 둠
 프랑스

- 2009년 말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후 국토발전정책의 기조변화에 따라 국토균형
발전 범정부 조직인 ‘국토경쟁력지원단(DIACT)’을 DATAR로 재출범
- 재출범한 DATAR는 범부처와 지역매력을 강조하는 조직으로서 지역활동을 강조한
초창기 DATAR와는 성격이 다름
- 총리 산하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되어 국토정비 및 발전 범부처장관회의(CIADT)에서
결정한 국토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조정 역할을 담당
- 국토정비 및 발전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경쟁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국가전략수립에 참여하여 조정하는 역할 수행
- 이를 통해 경쟁거점, 농촌우수거점, 도시재생 등의 지역특화발전이나 도시발전정책을 통해
지역매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김광익,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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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2010년 5월 총선 결과,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합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혁신 추진체계
및 정책수단 변화를 모색 중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는 지속될 전망
-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의 대상으로서 ‘지역단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강조
하고 있으며, City-regions 개념을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도입(김태환, 2010)
- 지역균형발전과 세계적 경쟁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협력적․통합적
발전 모색
- Single Pot, LAA(Local Area Agreements) grant, ABG(Area-Based Grant) 등 지역
단위의 포괄적 예산 제도를 확대하여 중복배제와 예산낭비 최소화를 도모(차미숙, 2010)
- 광역단위에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R), 기초단위에 전략적 파트너십(LSP) 조직 운영을
통해 전 행정계층에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지역정책 전달체계 정비
- 지역 간 통합 발전을 위한 다지역 간 협약제도(Multi-Area Agreements: MAAs) 도입
- MAAs는 다양한 정책 범주에서 지역 내 공공․민간까지 포함하여 지역(경제적 공동체)의
공동 발전과 상호우선추진과제의 조정 등에 대한 협약을 중앙정부가 승인 지원하는 제도
(김태환, 2010)
 일본

- 2011년 9월에 출범한 일본의 노다 정부는 재정악화,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저변의 위기’로, 대지진, 원자력발전소 사고, 엔고 등 최근의 국난을 '위기중의 위기'로
규정하고 「일본재생 기본전략」 발표
- 대지진 재해로부터 부흥을 위한 총괄 대응체제로서 ‘부흥청’을 신설하고, 피해지역을 ‘부흥
특구’로 지정, 그린․라이프․과학기술․정보통신 등 신산업창출 도모(이동우, 2012)
- 2011년 8월에 수립된「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사회와
공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지역의 주체적인 역할 강조
- 대지진과 원전사고 이후 정책 재검토와 수정 작업을 거쳤으며, 재검토 안에서 ‘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학기술정책’이 주요 목표로 제시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
(가칭)과학기술혁신전략본부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
- 제3기 산업클러스터정책(2011∼2020년)에서는 신산업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
하되,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독립과 지역주도의 자율 성장 및 발전을 목표로 제시
- 지역혁신정책을 총괄 조정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지역활성화통합본부․통합사무국을 운영
중이며, ‘과학기술연계시책군’ 추진 테마 중 하나로 지역과학기술클러스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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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도하에 작지만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강점 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사업 간 통합을 위해 통합보조금과 부처 횡단적 통합교부금(지역재생기반교부금 등) 확대
운영(차미숙, 2010)

2. 국내 지역혁신정책 동향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기조와 특징
 기존 균형발전에 기초한 지역발전전략 패러다임을 광역경제권단위로 확대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 광역경제권과 수도권･지방의 상생발전 강조(<표 1> 참조)
- 행정구역 단위의 분산투자에서 광역경제권 단위로 규모의 경제화, 재원확보 경쟁에 치중한
특색 없는 지역발전계획에서 비교우위의 특성화･차별화된 지역 주도의 자율과 분권의
확대 전략을 취함(오창근, 2009)
-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가치인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 추진기반을 재정비하기 위해 균특
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개편
- 광역발전계정은 선도산업 육성, 인재양성, 광역권 연계･협력 등 광역경제권의 핵심사업을
지원하며 부처 직접편성방식으로 운용
- 지역개발계정은 시･군 단위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 200여 개 유사･중복
사업을 시․도 자율편성사업(19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5개)의 포괄보조금 체계로
대폭 정비(조기현, 2011)
<표 1>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

기본방향

추진전략
및
과제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
•
•
•
•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의 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방분권과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의 발전
지역 간 협력･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전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단위의 차별화 된 발전

신성장동력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지역특성과 개성을 살린 신성장동력 구축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강화

지방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주재원 확충, 지방계획･개발권
강화

수도권･지방의 동반상생발전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여건의 획기적 제고,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 합리화

기본시책 발전∙보완

혁신도시･행정중심도시･기업도시 발전적 보완

자료: 오창근(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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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지역기술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의 추진

내용 및 목표
 지역의 자율과 경쟁을 기반으로 지자체 중심의 R&D 사업 강조, 지방의 자생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방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 광역경제권 중심의 신성장 선도 사업 및 지역산업진흥전략 추진
- 광역경제권별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고 새로운 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선도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2009～2013년)을 통해 자율적으로 광역권 내 연계 및 협력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며 유·무형 자원의 공동 이용 활성화 유도
- 지역산업 육성관련 지원프로그램의 통합계획 수립(2010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역할 강조
- 지역특화산업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성과중심의 사업추진 강조
- 기초·원천 연구 및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지방 R&D 사업 기획 역량과 관련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활용하기 위한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8～2012년) 수정안이
제시됨(<표 2> 참조)
<표 2>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개정 전·후 비교
배경
기조
및
특성
목표

추진
전략

추진
분야
및
중점
추진
과제

개정 전
수도권과 지방간 발전격차 해소 위한 균형발전추진
- 중앙주도의 지역균형발전
- 기계적, 산술적 균형정책 강조
- H/W 중심의 인프라 투자
- 다원화된 지역 R&D 사업 추진
지역별 고유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구축과 지역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개정 후
광역경제권(5+2)단위의 지역별 특성화 발전 촉진
- 지자체 주도의 역동적 특성화 발전
- 연계·협력에 의한 광역화 추구
- S/W 투자 강화로 운영내실화
- 지방R&D 종합조정기능 강화
지방 R&D 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통한
지역과학기술역량 강화
- 지역의 성장동력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R&D 지원 강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 강화
- 지역에 고용 정착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역특화 분야에 집중된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의
- 지역거점 연계활성화를 통한 지역 연구개발 주체 간
추진
협력체계 강화
- 성과중심의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 지역 연구개발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핵심
-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지역과학
기술 개발
지역연구
연구 역량 강화
기술역량
- 지역수요에 대응한 과학기술 인력의 유입
개발지원
- 지역밀착형 R&D 사업추진
강화
및 활용 촉진
- 지방R&D 종합조정 기능 강화
- 산·학·연 간 네트워킹 촉진을 통한 혁신클
- 지역수요에 대응한 과학기술인력의 양
인력양성
러스터 강화
성 및 활용 촉진
지역산업
-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기술 사업화 거점 활
혁신기반
- 클러스터 자립 및 연계 강화를 통한
성화
거점
강화
경쟁력 강화
- 지역혁신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활성화
- 기술사업화 및 기업지원 강화
서비스 확대
지역고유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밀착형 기술 개발
- 연구장비 구축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인프라
과학기술 - 지역 내 참여계층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문화
지역 R&D 종합정보 시스템 연계 구축
구축
활동확산
저변확대
- 과학기술 문화 확산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9), 교과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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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혁신체제 및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1.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산업혁신 기반 강화
 지역 R&D 기반 확충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 1990년 중반이후 RIC(1995년), TP(1997년) 등을 통한 R&D 기반 확충 지원
-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2005년), 지자체연구소(2004년) 등이 설치되면서 지역산업의 기반
강화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 R&D 투자는 2006년 6,637억 원에서 2010년 1조 698억 원
으로 62% 증가(<표 3> 참조)
- 부처별로 보면 2010년 광특회계 소관 R&D 사업 1조 698억 원은 지식경제부 5,947억 원,
교육과학기술부 3,276억 원, 중소기업청 1,097억 원 등으로 총 6개 부처, 16개 사업에서
지역혁신 주체 역량강화, 지역기반산업진흥, 인력양성, 기술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목적
으로 사용(<표 4> 참조)
 전국적으로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산단 클러스터 등 지역 R&D 관련

지역혁신기관은 총 448개로 지역 R&D 거점기관 지속적 증가(<표 5> 참조)1)
- 창업보육, 시험생산 및 시험분석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기능 수행
- 지역의 혁신활동 지원하며 직접적인 R&D 이외에도 기업지원과 관련된 기능 수행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과 함께 선도산업지원단,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역혁신 거버넌스 문제는 지자체 범위에서의 논의를 넘어 광역경제권과의 거버넌스
문제로 부각
<표 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 R&D 투자 추이
(단위: 억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지원되는
지방 R&D 투자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637

7,737

9,189

10,613

10,698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2011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기금현황 분석」.

1) 2000년도 58개소에서 2012년 448개로 증가, 최근 지자체에서는 사업수행 부처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내에서
수행되는 R&D 조사 분석과 총괄 기획 관리 및 조정을 통한 R&D 효율성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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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0년 광특회계 부처별 지역 R&D 사업 현황
부처

사업명

예산(억 원)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263

전문대학교육역량 강화

650

지역기초연구 활성화

397

지방대학경쟁력기반 확충

1,226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740

국토부
(0.7%)

지역현안건설 기술개발

70

중기청
(10.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1,097

환경부
(0.7%)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

70

교과부
(30.6%)

부처

지경부
(55.6%)

사업명

예산(억 원)

지역전략산업육성

1,575

지역특화산업육성

1,092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

2,100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

669

R&D 특구 육성

331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

180

지역연구기반 조성

103

지역전략작목산학연 협력

136

농진청
(2.2%)

6개 부·청, 16개 사업, 10,699억 원

자료: 국과위 내부자료; 박동배(2012).

<표 5> 지역혁신기관 현황
지원기관

기관 수

지원기관

기관 수

지원기관

기관 수

대덕연구개발특구

1

지자체연구소

14

디자인기반구축(DIC)

32

테크노파크

18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12

지역디자인센터(RDC)

3

지역특화센터

82

지역 SW 진흥원

18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

전략산업기획단

13

산·학연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103

정부출연연구소

25

총합계 448개
자료: 2011 지방과학기술연감 기반으로 재작성.

 지역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확대
 지역의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양성, 거점 활성화 구축 등에 관한 지원 증가로 연구원, 연구

개발조직의 외형적 확대와 성과 증대 도출
- 연구소는 2008년 16,719개에서 2010년 21,785개로 30.3% 증가하였으며, 연구원은 2008년
209,137명에서 2010년 235,596명으로 12.7% 증가(<표 6> 참조)
<표 6> 연구소/연구인원
구분

연구소 수

연구원 수

2008년

16,719

209,137

2009년

18,772

219,975

2010년

21,785

235,596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koita.or.kr/certificate/graph.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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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료, 특허 출원 및 논문 수 등의 연구개발성과 증가(<표 7> 참조)

- 기술이전 건수에서는 2008년 12,412백만 원(197건)에서 2010년 26,113백만 원(302건)으로
건수는 53.3% 증가한데 반해 기술료는 110.4% 증가
- 특허출원 수는 2008년 128,701건에서 2010년 131,805건으로 2.4% 증가
- 과학기술 SCI 논문 발표 건수는 2008년 35,624개에서 2010년 40,843개로 14.7% 증가
<표 7> 연구개발성과
구분

기술료(건수)

특허출원 수

SCI 논문 수

2008년

12,412백만 원
(197건)

128,701건

35,624개

2009년

16,757백만 원
(318건)

127,316건

38,647개

2010년

26,113백만 원
(302건)

131,805건

40,843개

자료: 한국과학기술원(2011), 국과위(2011b), 특허청(2011).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관련된 대표적 사업인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지원사업은 2008년 550억 원에서 2012년에는 903억 원을 지원하여 64.2% 증가(<표 8>
참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최근 5년간 3,583억 원을 중소기업에 인력, 금융, 경영,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중소
기업의 인력난 해소, 기술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표 8>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

550

597

717

817

902

자료: 한국산학연협회(http://www.kaiari.or.kr/main.html?step=3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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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이슈 및 문제점
 (지역 R&D 투자 재원) 중앙부처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의 독립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
 중앙정부의 R&D 투자 비중에 비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자체 과학

기술관련 예산 비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지역 R&D 투자재원은 2010년 기준으로 1.5조 원 수준(광특회계 R&D + 지자체 매칭
R&D(일반회계) + 지자체 자체 R&D)
- 지자체는 3,200억 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R&D 예산은 11,930억 원으로 지역 R&D 투자
중 중앙정부 대비 지자체 재원비중은 78.8 : 21.2의 비율
-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원 의존도는 정책 기획․집행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반영을 제한
할 수 있음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2), 지자체의 권한과 재원

부족이 꼽혔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냄
- 지역사업 세부과제 선정 및 추진 절차에 지자체의 참여 기회는 제한적
- 중앙부처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소속 전담기관이 과제를 기획·선정하므로 지역
거점기관의 기획력은 중앙공모사업에 대한 매칭사업 제안서 작성 정도에 그침
- 중앙정부는 정책목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매칭보조금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비 부담의 가중으로 지역현안의 적기대응 애로(조기현, 2011)
 (지역 R&D 사업내용) 여러 중앙부처가 독자적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
 여러 중앙부처가 독자적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

- 지경부는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R&D 추진, 교과부는 대학교육역량
강화, 산학연협력 활성화 등 지역대학 인력양성 중심의 R&D 추진
- 부처별 지역 R&D 투자현황(국과위, 2011)은 교과부 32.3%, 지경부 29.7%, 중소기업청
39.4%가 대부분 차지
- 부처별 목적․내용 유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인력 교류나 상호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중복제거로 효율을 높이거나 융합연구를 시도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거버넌스) 지역 R&D 사업 종합조정 및 통합관리 추진체계 간 연계 미흡

2)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한국정치학회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방분권추진전략’ 전문가 설문 결과(’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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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역발전위원회 등 지역 R&D 사업을 수립, 심의·조정하는 주체

간에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여 투자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 교과부의 연구재단, 지경부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기청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
별로 독립된 추진시스템 구축 →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 부족으로 효율성은 낮음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보다 성장유망산업이나 돈 되는 기술에 집중하여 지역 간의
차별성이 없을 뿐 아니라 중앙 R&D와도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
 부처 및 지역 간 중복 투자와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기 위해 광특회계 규모를 확대했으나

포괄보조사업 간의 유사중복 문제가 여전, 지자체의 포괄적인 사업선택권을 제약(조기현,
2011)
- 유사한 기능을 갖는 소규모 지역혁신거점이 다수 존재하고 기관 간 연계 미흡
- 출연(연) 분원, 지역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자체 연구소 등 지역내
연구기관을 경쟁적으로 증가
- 투자확대 및 사업영역 확장으로 부처별 유사사업을 추진, 정책목표에 따른 부처 간 조정
노력이 요구됨(<표 9> 참조)
<표 9> 유사중복사업 사례
부처

사업명

’11년 예산

교과부

산·학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268억 원

지경부

산·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

370억 원

중기청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1,197억 원

국토부

지역기술혁신

70억 원

자료: 이윤준 외(2011).

 (거버넌스) 사업 운영 지역에 내재된 구조적 비효율성 및 지자체 역할 미흡
 지역별 산업육성의 단계별 전략 수립에 필요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으며 부처 내에

서도 상이한 추진주체·체계로 통합적 사업관리가 어려움
-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조건에 따라 매칭 펀드를 통하여 지역 R&D 사업에 참여 → 핵심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어렵고 지역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종합적인 소통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최근 2개 이상의 시·도 단위를 묶는 광역경제권 도입과 이를 지원하는 조직이 마련되면서

지역 R&D 사업의 추진체계 관리, 수행주체 간의 연계 및 역할 조정 문제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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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거버넌스) 지방 R&D 사업의 체계적 추진체계 미흡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체제 및 전담관리기관 부족

- 16개 지자체 중 9개 지역에서 지역과학기술위원회 혹은 지역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국과위, 2011b)
- 경기, 전북, 경북, 대전 정도만이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와 경북만이
독립된 과 단위 전담 조직을 운영
 전체적으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과학기술정책 기획역량 부족

- 이윤준 외(2011)는 지역혁신 창출과 성공을 위한 3대 애로사항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부족과 우수 전문인력 조달의 어려움, 지방정부차원의 기획 및 지원 미흡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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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1. 지역 공동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기능 강조
 국가 수준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각 정책 분야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국과위의 정책 기획․조정 역할 강화
 국과위는 각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조직으로서 脫추격 혁신체제로의 전환기적 리더십 발휘
- 국과위가 국가 장기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제시하되, 정책 실험을 통해 검증된 새로운
정책을 각 부처로 확산하는 정책의 패턴형성자(Pattern Maker) 역할 수행 가능
 시스템 전환의 주체이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주체로서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기존의 인프라를 연계․활용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위한 정책 조정․통합 노력 강화

- 부처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사회문제 도출, 기술 활용과 사업화 제고를 위한 범부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부처 공동의 로드맵 설정과 명확한 업무 규정, 범부처 차원의 사전
기획 역할을 국과위가 적극적으로 담당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 지역혁신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R&D를 뛰어넘어 각종 법․
규제, 기술개발자금, 공공조달구매, 인력양성, 표준화, 금융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국과위에 부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의 기획 및 사업 추진과 시범․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확산
- 국가 및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고려한 기반 및 플랫폼 기술을 중앙-지방정부 공동 발굴
 삶의 질이나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수요에 대한 현장 조사․분석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의제를 공동으로 발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역혁신사업과의 연계․조정을 강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으로 대응이 필요한 정책이나 기술은 협력적으로 대응
 범죄와 IT 중독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독거노인 보호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 모색을 거쳐 정책 실험과 성공 사례 확산
 현장에서의 수요를 담을 수 있는 기획 체계 및 프로세스 개편

- 특허, 논문 등의 평가 기준이 아닌 현장 활용도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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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위 구성에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프로세스 강조

2. 다양성 확보와 새로운 정책 실험을 위한 지역 역할 강조
 지방정부 주도하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내생적인 발전 경로 창출
 중앙정부의 역할을 과거 추격시기와는 달리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을 줄여 나가는 갈등의

관리자 또는 혁신의 촉진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자원 활용으로,
국가 수준, 더 나아가 세계적 수준에서 차별화된 기술․사회시스템 형성
 지역은 전략적 니치로서 성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사회․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정부가 자체적
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니치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 일본, 핀란드 사례의 지역혁신정책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역혁신정책의 역할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음(<표 10> 참조)
<표 10> 지역혁신체제 강조와 각 국가별 구체적인 정책 내용
정책 방향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특성
◦ 지역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하에 Technopolis,
산업별 클러스터 등을 구축함
◦ 총 15개 TE-Centre가 지역네트워크 역할 담당
◦ 지역적 특성화와 분업 촉진
핀란드
◦ 지역혁신거점으로서 대학 역할 강조(교육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바둑판을 짜듯이
인적․물적 자원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집중 육성)
- 현장인력개발과 산·학 협력 강화를 위해 27개 폴리테크닉이 여러 지역에 분산 설립
- 각 주마다 이공계 대학을 설립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과학도시를 유치함으로써 연구
◦ 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개발 여건 마련
◦ 다양성 확보와 새로운 정책
◦ 지역기반의 산·학·관 연계 강조(지적클러스터, 산업클러스터)
실험
◦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과학기술활동 활성화
◦ 지역클러스터, 지적클러스터,
◦ 지역이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의 독자적 연구개발테마와 잠재력을 가진 공적연구기관
일본
Science Park 등으로
등을 중심으로 함
구체화됨
◦ 지역클러스터추진협의회, 지역클러스터세미나, 전국 지적․산업클러스터 포럼 등을
통해 지역혁신체제 활성화 노력
◦ 지역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역할 강조
◦ ‘지역발전=국가경쟁력 강화’로 인식 추진
◦ 중앙부처중심의 획일적 추진으로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정책 실험이
한국
활성화되지 못함
◦ 인위적인 제도설계와 재정 투입을 통해 관련 주체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하나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자료: 송위진 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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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주체 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
 지역 내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지역연구기관 설립 등을 통해 효과적인 성장전략

시행
 지역성장동력 창출의 근간은 대학과 기업이라 할 수 있음

- 해외 주요과학연구단지(Science Park)는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추진되며 중점 사업은
벤처기업 육성임
 이는 국내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분석이나 특허 및 기술이전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됨(이윤준 외, 2011)
- 대학과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확보한 지식․기술의 활용․확산 재구축과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모델 창출
 첨단연구에서 벗어나 기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의 공공성과 수요 대응성 강화
 산·학·연 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

- 지역대학의 경우 중규모의 지역 기초․원천 연구를 담당하고 기술이전이나 사업화에서는
주로 시·도나 광역권 범위 안에서 기능을 수행
-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지식자본을 산업화로 연결
- 국가혁신체제하에서 기술지식자본 창출을 담당하는 출연(연)은 그 결과물을 전국 단위로
파급하는 역할 수행
- 지역 외부에서 생산된 기술을 찾아내고 중개하며 최종적으로 이전하여 기업의 제품화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지역 R&D 전담기관이 담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

- 현재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일정부분을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지자체로의 역할 이양이 필요한 정책 분야는 지역 R&D 기획, 사업화 및 창업지원, 인력
양성, 인프라조성, 산·학·연 협력 등임

4. 지역주도의 자율기획 강화를 위한 R&D 재정지원제도 개편
 지역에 의해 기획된 R&D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R&D 사업의

재정지원제도 개편이 절실
 지역의 특성 반영이 용이한 광특회계 사업의 비중은 확대하되, 일반회계 사업 중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검토하여 광특회계로 이관하는 작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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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주도의 자율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수요와 역량에 기초한 지자체 주도의 포괄·

위임 R&D 예산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지자체 기획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자체 기획 사업은 지역의 R&D 수요조사를 통한 역매칭 연구개발사업 발굴 및 기획
이라는 상향식 기술 제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이 가능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기획역량을 강화
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쟁력 향상 도모
 소규모 R&D 사업 포괄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의 성장동력 발굴 및 신사업 발굴

5.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지역혁신정책 추구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지역혁신정책 설정 및 시스템 전환, 전략적 니치 관리 필요
 기존 경제성장 중심의 하드웨어적 지역개발정책에서 지역의 삶의 질 개선, 사회적 형평성

강화 등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지역혁신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 사회적 목표 지향의 지역혁신정책은 사회정책과 혁신정책이 서로 정합성을 이루도록 기존
정책과는 차별되는 방향성과 전략, 기획 방식, 추진체계, 성과관리체계 필요
 지자체, 관련정책연구기관, 출연(연), 대학 등이 공동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해결과제를 도출하는 네트워크 구축
 장비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벗어나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고려를 기반으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후속 사업 추진 및 관련 사업 간 연계 강화
 경제성과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헌과 기여를 평가할 수 있는 공공성 지표를 개발·
활용, 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지향성 강화
- 전략적 니치 관리를 통해 그 적용범위 및 대상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역기반 사회적 혁신 연구개발 활동 지원
 지역수요 기반 사회적 혁신 연구개발 및 사회기술지원센터 설립

-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을 둔 사회적 혁신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목표 및 문제해결이 주가 됨
 차별화된 목표를 기반으로 서비스 주체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추진
사업의 중복과 자원 낭비를 가져올 수 있음
- 사회기술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고 정보를 축적·확산하는 「사회기술 지원센터」설립
 사회발전과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제품·기술·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확산, 교육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기술 관련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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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혁신 연구개발 활동 촉진

- 사회적 혁신의 주요 주체는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임
 시민사회에 의한 사회적 혁신은 사회 조직, 사회적 기업, 사회운동 조직의 주도로,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사회적 혁신은 공공조직, 공공연구조직의 주도 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음
- 지역혁신사업에서 역매칭 사업으로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고령인구의 집중, 청정지역, 관광지역 등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합되는 사회적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하여 외부시장으로 진출
(송위진 외, 2012)

6. 통합적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지역 및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필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지방과학기술협의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형성 필요
- 국과위를 중심으로 국가․지방을 포괄하는 R&D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수요 취합과 지역 R&D 관리 및 성과평가를 수행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R&D 기획관리 전담기구의 설립․운영
 지역수요 반영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정비 필요

- 지자체별로 ‘(가칭)지역R&D위원회’를 지정 및 지원해 지역 R&D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효과 제고
 지역 R&D 사업 기획과정에 R&D 담당 지자체 전문 공무원의 참여 독려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과위 지방협의회 위원으로 참여
 지역 내 R&D 추진 기반 구축 강화
 지자체 산하 R&D 전담조직 설립 및 R&D 사업 관리·분석 기반 마련

- 지역 내 R&D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R&D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R&D위원회 지원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연구개발지원단 및 시·도 발전연구원 R&D 조직의 관련 기능
통합
 지자체 예산 체계에 R&D 코드를 도입, R&D 사업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지역 현장 니즈를 반영하여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우리 마을 실험실 운영

- 22 -

STEPI ISSUES & POLICY 2012
-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서 공공연구부문, 민간 기업, 시민사회(PPP)가 협력하여 혁신활동
수행
- 삶의 현장에서 기술개발이 교차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존 기술의 개선점을 제공
 Living Lab(EU), Fab Lab(MIT 사례), 시민연구실(Citizen Lab) 등을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에 설치․운영 고려(송위진 외, 2012)

<필자> 성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박미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본부 연구원)

- 23 -

STEPI ISSUES & POLICY 2012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0),「2009 지방과학기술연감」.
교육과학기술부(2011),「2011년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1a),「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1b),「2011 지방과학기술연감」.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지역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자료.
김광익(2010.11.15), “프랑스의 범정부 국토정책 담당조직, DATAR가 새롭게 재출범”, 「국토정책 Brief」.
김태환(2010.8.2),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국의 다지역간 협약 제도 추진 동향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박동배(2012),「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정일(2010),「지역 R&D 사업 정책동향 및 주요이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송위진·성지은·김연철·황혜란·정재용(2007),「脫추격형 기술혁신체제의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위진·성지은·김왕동(2012),「기술집약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동우(2012.4.30), “위기극복과 프런티어 도전을 위한 「일본재생 기본전략」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이윤준 외(2011),「신성장동력 사업과 지역혁신사업의 연계전략: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조기현(2011.3.15), “광특회계 운용체계와 신규사업 발굴전략”,「KRILA Focus」, 제3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창근(2009), “주요국의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혁신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1호.
차미숙(2010.9.20), “해외의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시책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9. 11. 25),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정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기금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 「지방 R&D 사업실태 종합분석 보고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012), 「지역과학기술정책 아젠다 발굴 및 추진 전략수립」.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2011), 「과학기술논문 분석 연구」.

EU(2011), “REGIONAL POLICY FOR SMART GROWTH IN EUROPE 2020”, European Union Regional
Policy.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index_en.htm.)

특허청(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stat.BoardApp&c=1001&cp=1&pg=1&npp=10&code1=100

1&code2=1002&code3=1003&gubun=n [인용 2012.12.14])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예산(http://www.kaiari.or.kr/main.html?step=3

_2 [인용 2012.12.1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koita.or.kr/certificate/graph.aspx [인용 2012.12.14])

-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