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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R&D 성과관리의 특징과 시사점
-Tekes를 중심으로-

성지은·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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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혁신정책 틀의 변화와 함께 R&D 활동의 성과와 효율에 대한 요구가 커짐
 최근 여러 나라에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R&D 활동의 효율성·효과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체계를 제고하여 기술혁신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진행
- R&D 예산의 전략적 조정·배분과 R&D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
 과학기술혁신체제의 틀이 과학기술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
- 기술혁신의 목표가 삶의 질, 지속가능성 등의 사회적 가치까지 추구하게 되면서 혁신
체제의 틀도 경제·정치·복지 등 사회 전반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게 됨
- 혁신정책의 수단·주체가 다양화되면서 각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의 균형, 과학기술 혁신
활동에서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현재 핀란드의 상황과 돌파구 모색
 핀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개발혁신을 중요한 축으로

설정
- 핀란드는 국가혁신체제(NIS)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핵심역량의 집중적 육성 전략을
성공시키면서 9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음
- 신성장동력 모색 및 R&D 예산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 마련
 기존 혁신정책의 맹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의 개선 방향 제시

- 노키아가 몰락하면서 노키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핀란드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타격이 왔고, 기존 혁신정책에 내포되었던 ‘선택과 집중’을 재검토하게 됨
- ‘Research & Innovation Policy Guideline 2011∼2015’에서 협력을 통한 연구 집단의 역량
확충과 함께 R&D 성과평가 및 그 활용의 확대를 통한 R&D 활동의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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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핀란드 혁신체제에서 Tekes의 역할
 Tekes는 핀란드 혁신체제에서 가장 규모가 큰 R&D 지원조직으로, 응용 및 산업 분야의

연구지원과 그 성과를 통해 경제효과 창출을 보조
- Tekes는 고용경제부 산하에서 기업,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 대한 R&D 자금 지원을
맡는 등 R&D 전 주기 차원에서 활동을 지원
- Tekes programmes와 SHOK(centre of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에서 주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협력연구 진흥과 함께 각 연구기관의 성과창출에 기여
- 프로그램 지원 외에도 연구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생기업 지원, 혁신서비스 구매
지원 및 자문 제공 등을 통해 혁신역량 성장을 위한 지원을 다양화
 Tekes의 성과평가 시스템과 혁신체제 내에서의 의미
 성과정보의 지속적인 수집과 그를 활용한 평가

- 프로그램 내에서의 R&D 활동 전 과정에 걸쳐 성과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DB를 구축하여 향후 프로젝트 지원, 기술혁신 전략 설정에 활용
- 프로그램 외부집단, Tekes 자문단 등이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평가 및 사후평가를 실시
하고 그를 통해 R&D 지원 방향 결정과 동시에 프로그램 개선점 제시
 R&D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 재원배분을 넘어 혁신역량 신장을 유도

- 성과평가 시스템은 자금지원 결정의 수단에 그칠 수 있으나, 시스템이 제공하는 프로
젝트의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연구 집단의 내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R&D 과정에서의 부가성 창출

- 연구활동의 성과물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와 혁신역량 강화는 연구활동에 재투자
되거나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
- 연구 성과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품·공정·서비스 등에 파급효과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체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음
- Tekes의 자금지원이 R&D 과정 전반에서 투자 증대,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 협력 증대,
사회문제 해결력 향상 등의 부가효과 창출
- 부가성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R&D 활동을 촉진하여 혁신
체제의 선순환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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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R&D 성과평가를 관리의 측면을 넘어 혁신활동의 한 축으로 강화
 정책학습 과정으로서의 성과평가시스템

-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향후 정책 시행에 활용하기 위한 성과평가 시스템 활용
 정책 인텔리전스 확보를 위한 성과정보 축적과 DB 구축

- 성과 DB 구축에 있어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측정 지표를 다면화하여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성과관리 노하우 축적
- 우리나라에서도 NTIS를 통해 성과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나, 그 활용을 높이기 위한 고찰과 개선 작업이 필요
 성과관리를 통한 부가성 창출 유도로 연구 집단의 혁신역량 신장에 기여

- 성과평가를 통해 연구 집단의 사업화 역량을 끌어올리고, 네트워크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착시켜야 함
 성과 확산 유도와 R&D 활동의 사회·경제적 기여 확대

- 성과관리를 문자 그대로의 관리에 그치게 하지 않고, R&D 성과의 대상을 고객 및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여 경제와 사회 양면에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으로 고려
- 사회 전반에서의 성과 활용을 위해 파급효과와 부가성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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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R&D 투자 확대와 R&D 성과평가 및 관리 중요성 제고
 세계 주요국들은 R&D를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을 신제품․신산업․일자리․복지 등 새로운

미래 창출의 원천이자 성장 동력으로 인식, R&D 투자 확대
- 특히 중소·벤처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혁신 역량 향상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
 많은 국가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

혁신이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실질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R&D 투자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과제
 최근 우리나라도 R&D 투자 확대에 따라 R&D 예산의 전략적 조정·배분·활용의 중요성과

투자 효율성 강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표준 성과
지표 개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자체평가 관련 성과평가 표준
지침 마련 및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해 노력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을 신제품․신산업․일자리․복지 등 새로운 미래 창출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집행-평가의 R&D 전 주기 관리 강조
 통합형 혁신정책의 등장으로 성과평가 및 관리 목표와 대상 변화
 경제성장을 넘어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발전 등을 포함한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게

되면서 경제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및 효과성까지 포괄하는 혁신정책 추진
- 혁신정책의 목표․수단․주체가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 간의
조응과 균형, 관련 정책 간․주체 간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
 과학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기대 역할의 변화에 맞추어 R&D 성과관리도

그 대상과 추구해야 할 가치가 확대
- R&D 활동의 경제적 효과 외에도 활동 자체나 결과물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
효과로 인한 R&D 활성화까지 R&D 성과물의 범주에 포함
 본 연구는 R&D 예산자금지원기구인 Tekes를 중심으로 핀란드 R&D 성과평가 및

관리의 특징과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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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는 NIS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혁신주도형 국가와 통합형 혁신정책(Broad-based

Innovation Policy)을 표방하는 등 전향적인 혁신체제 변화 시도
- 핀란드 혁신체제와 혁신지원방식은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앞둔 우리나라에 중요한
정책적 모델
- 통합형 혁신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Tekes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R&D 재정지원과 함께 협력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시행
 성과정보의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평가체계와 성과 DB 구축이 이루어짐

- Tekes는 주기적으로 설문조사, 외부 평가, 동료평가 등을 통해 성과 Data를 수집하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
- 평가 결과는 프로젝트 지원의 지속 여부와 진행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제공하며,
수집된 성과 Data는 DB에 축적되어 이후의 성과관리에도 활용
- 성과정보 수집과 평가, 관리는 단발에 그치거나 특정 프로젝트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R&D 전 주기에 맞물려 체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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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 핀란드 R&D 환경 변화
1. 유럽발 글로벌 경제 위기
 경제위기 해결방안 모색과 R&D 환경의 변화
 유럽각국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와 R&D의 성과주의 대두

- EU는 경제위기를 겪은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에 구제금융 지원과 함께 리스본 조약
(2010)에 의거, 긴축재정을 주문하면서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가 화두로 부각
- 정부예산의 사용․관리가 엄격해지고, 특히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R&D 성과관리가 강화
 유럽 각국은 연구개발·혁신 역량 제고를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설정

- ‘리스본 전략(1차: 2000, 2차: 2005)’에 의해 유럽 각국의 R&D 예산을 GDP 대비 3% 이상
유지하게 되어 있으며, 스웨덴, 덴마크, 독일, 핀란드 등 혁신 선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그 수치가 4%에 육박(김용희, 2011)
-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전체 정부예산의 증액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R&D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고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
 핀란드의 R&D 투자 확대와 성과관리 강화

- 핀란드는 총 연구개발비를 GDP 비중의 4%, 정부 R&D 예산은 GDP 대비 1.2%로 유지
하는 등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Ilkka Trunen, 2011)
-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 연구 집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 다양화 및 효율적인 배분시스템 개발 강조

2. 핀란드 혁신정책의 기조 변화
 기존 혁신정책의 틀을 경제·환경을 비롯한 사회 각 요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력 향상 모두를 위한 R&D 기반 강화가 핵심 기조가 됨

- 고위험이지만 실험적이고 높은 효과성을 지닌 혁신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미래 성장을 도모
하는 전략을 취함
- 각 연구기관(특히 대학) 구조의 재정비 및 특성화를 통해 각각의 역량을 강화하며,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을 통해 R&D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전략수립, 자원분배, 성과측정과 파급효과 등
R&D 활동 전 과정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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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y Guideline 2011~2015”
 연구혁신위원회(Research & Innovation Council: RIC)는 “Research & Innovation Policy

Guideline 2011～2015”에서 R&D 투자 강화와 R&D 성과 확산, 연구 집단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핀란드의 혁신시스템 개선을 도모(RIC, 2010; Ilkka Trunnen, 2011)
 R&D 투자 확대와 참여 증진

- R&D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2015년까지 매해 R&D 투자액을 GDP 대비 4% 수준
으로 유지하고, 정부의 R&D 예산을 GDP 대비 1.2%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 R&D 재원은 유동적으로 활용하되, 전체 R&D 활동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를 2/3 이상으로
설정하여 민간의 R&D 참여 확대를 유도함과 동시에 R&D 재원 다변화
- 특히 기업에 있어서는 협력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R&D 자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참여를 독려
 연구 집단의 역량 강화

- 공공과 민간영역의 협력,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협력연구를 장려하고, 특히 혁신
체제의 하부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연구 투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연구 참여 확대
 연구의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 및 평가

- 공공연구 및 혁신에 대한 재정 지원, 연구 프로그램, 지원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
하며, 그 결과와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및 의사결정의 연계 강화를 명시
- 정책 및 성과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정책결정과 혁신활동 확산에
활용하여 R&D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3. 핀란드의 혁신 활동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핀란드의 혁신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으며,

R&D 투자 또한 성장세가 둔화
 핀란드의 총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GDP 비중 또한 4%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으나,

기업의 R&D 예산 규모는 2008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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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문별 R&D 예산 변화 추이

자료: www.stat.fi/

 혁신활동 성과의 위축

- 특허, 실용신안 등의 혁신지표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발한 2008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감소
- 대외무역에서 하이테크 제품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이후로 수출
비중이 수입비중보다 더 작은 현상을 보임
<표 1> 특허 및 실용신안 신규 출원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개인출원
443
464
419
452
401
401
375
385

기업/협회출원
1567
1371
1394
1349
1397
1403
1356
1261

국내 실용신안
2010
1835
1813
1801
1798
1804
1731
1646

해외 실용신안
215
226
205
211
148
127
102
128

자료: www.stat.fi/

[그림 2] 핀란드 대외무역에서 하이테크 제품의 비중 변화

자료: www.research.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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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합계
2225
2061
2018
2012
1946
1931
1833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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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키아의 혁신 정체와 몰락
 노키아의 예견된 몰락이 핀란드 전체에 끼친 악영향
 CEO들이 비대해진 조직 관리에 치중하면서 노키아의 혁신역량 성장이 정체되고, 시장

변화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서 기업 침체가 심화(조선비즈, 2012. 5. 19)
- 노키아의 CEO가 교체된 2006년 이후, 모든 사업에서 비용관리가 최우선으로 강조되면서
R&D 활동이 위축되었고, 경영진은 삼성과 애플의 약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
- 노키아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2010년 R&D 인력의 약 40%인 17,000명을 이직시키는
등 수 차례의 구조조정과 함께 본사 사옥 매각설, 모바일 사업 철수설 등이 제기됨
 노키아의 몰락과 핀란드 경제의 침체

- 2007년 노키아는 헬싱키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100억 유로로 전체의 1/3을 차지
하였고, 법인세가 1조 7,740억 원(한화 기준)에 달하는 등 핀란드 경제에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음
- 침체가 지속되면서 2012년 7월 노키아의 시가총액은 약 69억 달러로 5년 전에 비해 20분의 1
수준으로 감소(매일경제, 2012. 4. 9; 지디넷코리아, 2012. 7. 11)
- 노키아의 급격한 부진과 쇠퇴가 핀란드 정부의 세수 감소와 시장의 불황, 개인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겹치면서 핀란드에 경기침체를 초래
[그림 3] 노키아의 분기별 실적 추이

자료: 머니투데이(2012. 4. 20)

<표 2> 최근 핀란드의 거시경제 지표
지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45.9

272.8

239.9

237.1

263.4

249.0

실질 경제성장률(%)

5.3

0.3

-8.5

3.3

2.7

0.1

경상수지(10억 $)

12.5

6.9

4.5

3.5

-1.9

-3.5

GDP(10억 $)

자료: The Economist - Economy Intelligenc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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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정책과 기업 R&D 지원 방향의 변화
 국가 R&D 전략의 ‘선택과 집중’ 재검토

-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 상황에서 핀란드의 초기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유망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기업으로 집중시켜 국가 경제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전략 활용
- 국가중심산업의 축이 산림, 화학 등의 기간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하이테크
산업으로 변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김득갑 외, 2012)
- 그 결과 노키아를 위시한 정보통신기술이 세계 수준에 올라섰으나 노키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졌고, 노키아의 몰락과 동시에 핀란드 경제·사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됨
(김재필 외, 2011)
-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 도약에는 성공했지만, 화학, 건설 등 혁신정책의 중심에 들어
오지 못한 분야의 발전이 한계를 보임
<표 3> 사업 영역별 Tekes 고객 분포
사업 영역

고객 수

Tekes 재정
(100만 유로)

Tekes 비중(%)

전자, 정보통신

512

389.1

22

소프트웨어, 미디어

1062

222.6

13

산림, 화학

260

207.6

12

기계

927

290.4

17

부동산, 건설

669

152.7

9

에너지, 환경

432

200.9

12

서비스, 웰빙

872

119.9

7

생명

329

153.6

9

합계

5063

1736.8

100

자료: Greet van der Veen 외(2012)

 R&D 지원의 축이 중소 및 벤처기업 중심으로 변화

- Tekes 프로그램을 비롯한 R&D 프로젝트의 지원을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의 협력연구를 대상으로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연구 집단의 R&D 활동 참여를 활성화
- 중소 및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역량 창출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장과 통합형 혁신정책의 기반 강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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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핀란드 성과평가시스템의 특징
1. 핀란드 혁신체제에서의 Tekes 역할과 기능
 R&D 지원 주무기관으로서의 Tekes
 Tekes는 핀란드 고용경제부 산하 외청으로, R&D 지원의 대부분을 담당

- R&D 지원 과정의 심사 및 자금지원 실무, 잠재력과 창의성을 지닌 연구 집단에 대한 자문
활동을 수행하며, 핀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연구 프로그램을 관리 및 평가
- Tekes의 R&D 지원은 응용분야 및 산업계를 주로 대상으로 하여 신지식·신사업 창출,
연구성과를 통한 혁신활동 촉진, 연구 집단의 전문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함(Tekes, 2012b)
[그림 4] Tekes와 핀란드 각 기관의 R&D 투자 성격 분포

자료: www.tekes.fi/en/

 Tekes의 R&D 자금 지원 현황

- 2011년을 기준으로 1,928개의 프로젝트(총 6억 1천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R&D 예산에서 부처단위 기관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임
-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3억 5,900만 유로 중(협력과제 포함), 2억 800만 유로(58%)를 중소
기업에, 1억 1,200만 유로(31%)를 설립한지 6년 미만의 기업에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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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1년 Tekes의 R&D 자금 지원 분포
(단위: 100만 유로)
총액

프로그램 지원

기업 프로젝트

349

대학 및 연구기관

251

Tekes 프로그램

203

SHOK

81

국제협력 프로젝트

22

협력과제

10

유럽 우주프로그램

23

합계

610

합계(총액 54%)

329

자료: Tekes(2011)

 Tekes의 프로그램 지원
 기술프로그램(Tekes Programmes)

- Tekes의 대표적인 전략적 R&D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가혁신전략에 필요한 R&D 영역이나
기업과 타 연구 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지원 대상으로 함
- 제안서 평가를 통해 Tekes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기업과 다른 연구단체의
연계·연구 전망 등을 평가
- 일반적으로 4∼6년에 걸쳐 프로젝트 예산의 절반까지 Tekes 자금이 지원되며, 자금지원
외에도 기술교류,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석학 초청 등의 서비스가 지원됨
- 외부 전문가 집단이 사업 중간 또는 종료 시점에 평가를 시행하며, 그 평가결과는 프로
그램의 지속 여부를 결정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제시
- 평가 결과를 다른 프로젝트에 참고로 활용하는 등 성과평가가 관리 측면을 뛰어넘어 연구
데이터 축적과 연구능력 발전의 기반 제공
 과학기술혁신 전략센터(SHOKs) 프로그램 지원

- 2007년 Forestcluster Ltd(FIBIC)의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6개의 센터가 각 분야에서 협력
연구를 주관하고 있으며, 산업클러스터의 개선과 국제협력 창출을 목표로 함
- Tekes programme보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5∼1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Jouni Toikkanen, 2009)
- Tekes는 SHOK에서 제안한 프로그램들을 심사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SHOK programmes에 총 2억 5,700만 유로를 지원(’08～’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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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HOK 현황과 2011년 각 센터 예산
(단위: 100만 유로)
센터

중점 기술 분야

목표

2011년 프로그램 규모

CLEEN

에너지, 환경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개발혁신역량 공유와 확산을
활성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

38

FIBIC

생명과학

연구개발 방향을 지속가능한 바이오 기반 솔루션
구축으로 전환

30

FIMECC

금속, 기계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고, 세계적 수준 및
응용지향적 연구와 연구결과의 사업성 증진

51

RYM

건설

연구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

11

SalWe

건강, 의료

대중의 건강·경제적 영향과 관련된 질병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활동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연구를 추구

16

TIVIT

정보통신

산업지향적 협력연구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사업역량 창출

43

자료: www.shok.fi/en

 기타 형태의 연구개발혁신활동 지원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 Tekes Programmes 외에도 기업 R&D 활동,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해 R&D
자금의 일부를 보조금(grant), 대출(capital loan), 자금융자(industrial loan)의 형태로 직접
기업에 지원
- 프로젝트 예산의 25∼50%까지 지원해주며, 성장 잠재력과 협력 수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짐
- 2008년부터 설립 6년 이내의 신생 혁신기업의 경우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 등을 평가
하여 최대 100만 유로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 2010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은 203개 프로젝트에 1억 4,500만 유로, 신생 혁신기업 지원은
71개 회사에 3,300만 유로가 지원됨
 유럽연구개발기금(Europe R&D Fund: ERDF)

- Tekes 자체의 자금지원 외에도 유럽연구개발기금을 Tekes에서 보조금 형태로 관련 협력
기관 또는 업체가 포함된 다수협력 연구에 지원하고 있음
- Tekes 지원 기준, 유럽 구조기금이 추구하는 목표, 전략 부합성 등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한 금액의 90∼100%를 지원하나 협력기관의 재원투입이 10% 이상 이루어져야 함
 작업장 혁신(workplace innovation) 지원

- 기업, 공공기관 등에 시행하여 작업 과정, 조직, 수단, 내부 네트워크, 인력개발, 고과 및
보상 체계 등의 요소를 개선하고 혁신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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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외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서비스 구매 지원, 전문가 자문 알선 등을 통해 R&D 재원이 아닌
혁신역량 자체의 성장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
- 최장 3년까지 혁신서비스 구매액의 75%까지, 외부 전문가에 대해 20만 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34개 프로젝트에 110만 유로가 지원됨
 Tekes의 새로운 R&D지원 방향(Tekes, 2011; Tekes, 2012b)
 Tekes의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은 협력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연구 아이디어 사장(死藏)을

막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력을 지닌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함
 새로 마련된 R&D 지원 프로그램들은 ‘R&I Policy Guidelines 2011～2015’의 방향에 맞춰

개별 연구 집단의 협력과 대학 및 중소기업 등의 혁신역량 향상에 집중
 기업 연계 공공연구(Public research networked with Companies)

- 연구개발․산업․시장이 밀접하게 연관된 형태의 연구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R&D의
전문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
- 연구자들은 프로젝트 조정 집단의 역할과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을 더 강하게 요구
하나, 기존의 Tekes 프로그램 지원이 그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
- 지원 신청 요건에 선도기술․원천기술을 지니지 못한 협력기관의 참여와 협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심사에서도 기여도와 지원액 규모 산정 기준의 하나로 설정
- 2008년부터 독립연구자 R&D 지원 사업으로 시행된 FiDiPro가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전략연구 공모(Strategic research Openings)

- 세계적 수준의 연구 또는 새로운 전략에 부합하는 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의 혁신
능력을 제고하고 참여한 연구 집단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 대학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구 집단에 기회가 주어지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집단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나 협력기관과의 공동 출자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연계 공공
연구와의 중복을 피함
- 연구의 창의성, 연구결과의 파급력, 미래에 대한 비전, 연구결과의 상업화가 심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Tekes에서 주제와 이슈의 구체화 작업 등 일정부분을 지원
- 사업기간의 종료 시점에서 연구결과, 새로운 목표, 사업 지속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향후 지원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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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아이디어 사업화(New Knowledge and Business from Research ideas)

-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를 통한 구체화, 상업화까지의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지원과
관리로 경제적 효과 창출 및 혁신역량 확대를 추구
- 연구아이디어를 구체화·전문화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활동 계획과
연구결과를 상업화할 계획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함
- 프로젝트를 신청할 때 아이디어의 상업화, 현실적인 계획과 재원 조달, 연구의 실용성·
잠재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사항을 신청 단계에서 심사
- 전략연구 공모와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의 종료 시점에서 연구결과, 새로운 목표, 사업
지속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평가 이후의 지원 여부를 결정

2. Tekes 성과평가시스템
 핀란드 R&D 성과평가시스템의 구조와 흐름
 Tekes 평가시스템의 체계

- Tekes의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그램, 프로젝트,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
-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Tekes에 있으나 프로그램 평가는 각 프로그램마다
조직된 운영위원회가 실무를 맡는 구조
- 프로젝트 책임자, 산업계 대표 등 프로그램 내외의 다양한 인사가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
주체로서의 자문단과 외부조직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
- 프로그램 중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내부 동료평가(peer-review)가 중요한 역할을 함
- 프로그램의 계획, 사전심사, 실행, 사후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평가체계의 큰 틀로 두고
R&D 프로그램의 전 주기와 각 단계의 평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Tekes의 성과평가 흐름

- 성과평가는 사업 중간 평가와 종료 후의 종합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평가주체는 Tekes
내부 분석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외부조직 등으로 다양함
- 각종 성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R&D 사업의 평가결과가 도출
- Tekes는 연구혁신 사업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고받아 자료를 축적하고, 평가주체는
이러한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
 성과 Data 수집
 조사와 성과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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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kes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전체, R&D 지원을 받은 군(群)과 받지 못한 군의 분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 Tekes 지원의 만족도와 고객에 미친 영향력을 산출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성과 등의 모든 정보를 Tekes에 보고해야 하며,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관련 보고서, Tekes 분석 포트폴리오, 설문조사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류함과 동시에
웹 서베이,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얻는 간접 성과정보를 함께 수집하여 성과 DB 구축
 집단 차원의 평가

- Tekes 내 각 기구에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정기적으로 프로그램 발전 사항, 전략
수행의 적절성, 혁신체제 지원의 효율성, 미래 지향점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
-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 Tekes의 발전, 전략수행의 적절성, Tekes의
사회 기여도 등의 정보를 수집
- 혁신체제 지향점에 따라 Tekes 내외 인사를 국제화, 수요 및 사용자기반 혁신, 서비스 혁신,
기업 성장의 네 그룹으로 구성, 각 그룹 영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전․기회 등을 심사
 성과정보의 DB 구축

- 수집된 Data는 핀란드 기술연구센터(VTT)에서 만든 혁신정보 DB인 SFInno에 저장되고,
저장된 Data를 통해 성과, 기업, R&D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 수행
- 성과정보는 참여자에 대한 메일/웹 조사를 통해 얻은 조사 데이터(Survey Data)와 기업
및 성과물에 관한 기초 데이터(Basic Data)로 체계화되어 있음
- 2011년을 기준으로 5,000건이 넘는 성과정보가 저장되어 있음(Tekes, 2011; Robert van
der Have 외, 2012; 김갑수, 2010)
[그림 5] SFInno의 혁신성과 데이터 수집 및 DB화 과정

자료: Robert van der Have 외(2012)

- 17 -

STEPI ISSUES & POLICY 2013
 보고서 작성
 수집한 성과 데이터를 토대로 3년마다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Tekes가 목표로 하는 생산성 향상 및 개선, 사회적 기여, 혁신역량 영역에서의

프로그램 성과를 정리(Tekes, 2012a)
- 생산성 향상 및 개선에서는 Tekes 지원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사업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통계, 후속연구, 혁신활동의 개선 등에서 확인
- Tekes 지원의 사회적 기여는 직접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R&D
지원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환경, 기후변화, 삶의 질 향상 등에 간접적으로 기여
- Tekes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의 증대는 연구 집단의 혁신활동 활성화, 협력 강화 등의
형태로 표출되며, 이를 기반으로 핀란드 국가혁신시스템 혁신역량이 성장
[그림 6] R&D 사업 주기와 Tekes의 성과평가 틀

자료: 김갑수(2010) 일부내용 참조

3. Tekes R&D 평가시스템이 가지는 의미
 R&D 활동의 성과 증대와 사회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impact)
 성과평가시스템에서 파급도 분석의 의미

- 성과평가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해당 R&D 사업의 강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R&D 사업과 자원투입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
- R&D 전 주기에서 생각했을 때, 자원 투입 대비 효율성, 논문·특허·신제품 등의 산출물,
경쟁력 및 신 사업영역 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모두 R&D 성과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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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활동의 직접적 결과 산출

- R&D 사업을 통해 R&D 투자와 인력 증대, 광범위한 혁신활동 및 도전적 연구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은 결과를 내놓는 데 중요한 뒷받침이 됨
- 제품․공정 등의 구체적인 성과물과 연구개발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무형의 결과를 모두
산출 → 새로운 혁신활동에 재투자되면서 R&D 성과가 타 분야 기술 및 사회영역으로 확산
 R&D 산물의 파급효과

- 연구활동의 결과물은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 사업과정을 개선하는 데 파급력을 미치며,
그 파급효과는 현장의 생산성, 기술의 효과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줌
- 기업에 있어 연구성과의 파급효과는 기업의 성장과 구조 개선, 새로운 기업 창출을 야기
하여 사업주기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혁신을 비롯한 기업 활동을 활성화
- 연구성과의 상업화와 신 사업영역 창출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혁신 기반을 구축
- 국가 전체와 국제화 차원에서 혁신활동 결과의 확산은 국가의 혁신기반을 강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함
[그림 7] Tekes 성과관리 시스템의 파급효과 분석 틀

자료: Greet van der Veen 외(2011), Tekes(2012a), 필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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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활동의 부가성(Additionality) 창출 유도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손’

- Tekes를 비롯한 R&D 지원기관은 각각의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R&D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주로 측정해 온 성과는 통계적·수치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에
국한됨
-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 외에도 후속 R&D의 활성화, 성과 증대, 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하는 무형의 효과가 존재하며 이를 부가성(Additionality)이라 정의
- 부가성 창출은 Tekes 등에 의한 공공 R&D 지원이 혁신체제 전반에 미치는 기여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R&D 성과평가체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
 투입부가성(Input Additionality)

- R&D 활동 개시 및 재원 투입 단계에서 공공 R&D 지원이 기업 R&D 투자의 양을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정량화하여 분석
- Ali-Yrkkö(2004), Streicher(2004), Lach(2000) 등의 연구에서 1유로의 공공 R&D 지원이
민간 투자를 0.4∼0.93유로를 끌어올린다는 분석 결과도출
- 다른 유럽 국가들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공동출자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자금출연 및 직접투자가 활성화되었음(Jari Hyvärinen, 2007)
- 공공 R&D 지원의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인 민간투자의 위축(crowding effect)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
 행동부가성(Behavioral Additionality)

- 공공 R&D 지원은 기업의 고위험 R&D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고 양적·질적 협력을 제고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부가성은 이러한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속성을 지님
- 공공 R&D 지원은 각각의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위험 수준에 도전할 수 있게 하여 프로젝트의 지속성과 연구성과의 질을 향상시킴
- 서로 다른 연구 집단 간 협력을 유도하여 가시적 연구성과의 확산과 새로운 연구과제 창출
등에 기여
- Tekes 지원은 각 연구 집단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의 장기 전략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
 산출부가성(Output Additionality)

- 공공 R&D 투자를 통해 기업 활동의 성과가 증대되지만, 산출부가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품·공정·서비스 혁신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력·삶의 질 등 사회적 영향요인을 총체적으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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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kes의 R&D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각종 공적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이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출부가성을 분석
- Tekes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R&D 프로젝트의 산출부가성 형성과정에서
Tekes 영향이 컸다고 응답했으며(Tekes, 2011a), 고용 및 신시장 창출, 생산성 향상 등의
형태로 부가성이 창출됨
- 특히 국제화 부문에서 공공 R&D 지원은 타국에 비해 핀란드의 기술역량․노동력․비용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보임
[그림 8] Tekes의 파급효과(impact) 모델의 과정과 부가성

자료: Jari Hyvärinen, Anna-Maija Rautiainen(2007), 필자 해석

- 21 -

STEPI ISSUES & POLICY 2013

Ⅳ. 정책적 시사점
1. 정책 학습을 위한 과정으로서 성과평가관리
 상대적 비교나 감사 측면보다 의미 있는 성과 정보 획득과 정책적 시사점 모색에

대한 취지가 강함
 통제나 관리의 수단이 아닌 국가 R&D 투자의 효율적인 배분과 R&D 사업의 질적 우수성

향상 및 창의적 연구 진작에 중점
-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또는 연구 수행의 완성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과 동시에 성공과
실패의 요소를 찾기 위해서임
 우리나라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 정서 때문에 높은 과제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나,

성과에 대한 조급한 기대와 잦은 평가로 연구를 왜곡
- 연구 목표의 도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목표달성 실패라는 결과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고 있으며, 국책연구과제성공률이 90%(지경부 97%(’10년), 중기청 92.9%(’08년))를 넘김
(대덕넷, 2012. 9. 19; 중앙선데이, 2012. 10. 14)

2. 성과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공공 DB, 내부 평가 자료 등을 통한 다양한 성과정보 수집과 함께 사업성과 측정

및 성과관리 프로세스 체계화
 공공 R&D 자금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정성적·정량적인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관리에 관한 역량과 노하우 축적
- 성과 분석을 위해 프로젝트 수행으로부터 기업체에서 발생한 혁신 성과물 조사, 사례조사,
웹 서베이, 인지도 조사, 국가 간 성과 비교 등의 다양한 방법론 적용
 우리나라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구축 필요
 연구성과를 저장 시스템으로 NTIS(National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가 기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국과위, 2011)”에서 연구
성과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중점과제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NTIS를 국가 연구성과 DB
로서 R&D 정보 제공,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각 연구 집단의 협력망 구축에 활용
- NTIS를 통해 국가기관 간 R&D 정보의 연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저장된 정보의 활용이
R&D 계획에 대한 참고 수준에 그치는 한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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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체제 전반으로 성과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과학기술 외의 영역에 대한 파급효과와

부가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성과관리체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

3. 부가성을 고려한 성과평가관리
 사업 유형과 주체의 특성, 그리고 질적 측면을 고려
 Tekes는 기업의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비즈니스(R&D 사업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데 주력
- 사업화 모델 및 새로운 사업 동력원을 창출하는 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화 모델, 신사업
창출능력, 연구 집단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효과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혁신의 성과
창출을 공유하도록 유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연구 유형과 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 ‘질적 측면을

도외시한 양적 평가’, ‘평가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매일경제,
2012. 2. 8)
-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연구의 유형 및 특성에 맞춰 성과평가
관리를 다양화하고,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평가항목 개발 및 설계가 필요

4. 성과 확산 강조
 산출물 위주의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환경, 안전, 삶의 질 등의 파급 효과를 강조

함으로써 고객 및 사회 전체로의 성과 확산을 강조
 연구와 교육, 교육과 산업 등 혁신 영역 간, 주체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성과 확산 및

시너지 창출을 강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려
- 사업의 본래 목표와 성과관리 및 지표 개발이 상호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로 R&D 활동 부가성 및 파급도(impact)까지 포괄하여 평가
 우리나라도 현재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성과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성과의 파급 및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정보 수집 기관(KISTI 등), 분석 기관(KISTEP 등), 정책연구기관(STEPI 등) 간의 협력
강화로 통계･데이터 체계성 및 정합성, 정보의 가치 제고(성지은, 2012)

<필자> 성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박인용(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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