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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의 김석준 원장과 이우성 연구위원, 황석원 연구위원, 이주량 부연구위원은 2011년 1월 8
일부터 14일 기간 동안 인도 델리를 방문하여 STEPI-NISTADS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 Development Studies, 원장 Dr. P. Banerjee)의 양기관간 공동협력 및 연구교류를
위한 MOU를 갱신하고, 이를 기념하는 과학기술정책 관련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인도과학
기술청(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인도의 연구회 격인 CSIR(Council of
Scientific & Industrial Research), 인도상공회의소인 FICCI(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UN ESCAP 산하의 아시아태평양 기술이전 센터(APCTT), 인도공과
대학(IIT, Institute of Technology Delhi) 등 인도의 주요 과학기술 유관기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양
국간 과학기술 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인도 한국대사관의 한풍우 공사참
사관은 본 일정에 동행하면서 인도 과학기술분야 정책결정자들과의 실효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한풍우 공사참사관은 STEPI 연구진과의 동행을 통해 짧은 시간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였다. 다음에는 본 세미나 및 출장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의의에 대하여 약술하였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있는 국립과학기술발전연구소(NISTADS: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and Development Studies)는 인도 정부의 과학기술연구자문회(CSIR: 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산하의 38개 연구소/실험실 가운데 하나이다. NISTADS는
1973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과학, 사회, 국가의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수행하는 인도의 대표적인 정부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NISTADS는 다분야 연구원들의 지적 다양성으로 인한 학문 분야의 다양성
이 큰 장점이며 연구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외 파견 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45명이며, 이 중 14명은 여성이다. 연구진 중 35명은 과학 또는 공학분야의 학위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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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0명은 사회과학분야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STEPI와 NISTADS의 공동 세미나는 2011년 1월 11일 인도 델리의 NISTADS conference hall에
서 개최되었다. 한국측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준 원장, 이우성 연구위원, 황석원 연구위원,
이주량 부연구위원,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한풍우 공사참사관이 참석하였다. 인도측에서는
NISTADS Director Dr. P. Bangerjee, CSIR Dr. Purinima Rupal, MoES (Ministry of Earth
Sciences) Director P. G. Dastidar, Copenhagen Business School Professor A.P. D’
costa 등
의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모두 2개의 Session으로 진행되었다. Session I에서는 한국측에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시스템과 IT, BT 산업을 발표하였다. STEPI 김석준 원장의 사회로 한국의 IT산업과 모바일 혁신생
태계에 대해서 황석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우성 연구
위원,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현황과 한인도 협력과제에 대해서 이주량 부연구위원이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JNU의 P. Desai 교수가 한인도의 미래 협력 아젠다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Session II에
서는 인도측에서 인도의 녹색성장과 IT, BT 산업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JNU 대학의 P. Desai 교수
의 사회로 인도의 녹색성장 정책과 성장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Dr. Pohit, 인도의 BT 기술력 현
황과 제약산업,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서 Dr. Abrol, 인도의 정보통신정책에 대해서 Dr.
Chaudhuri가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NISTDAS의 Dr. Nath가 한국과 인도의 IT, BT 산업의 미
래 협력 아젠다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세미나의 주요 질의 응답 및 토론 내용으로는 한국과 인도의 미래 과학기술협력 아젠다가 다루어졌
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인도, 양국 모두 IT, BT, NT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기술력과 산업역량을 가지
고 있으며, 해당 분야는 대표적인 미래융합기술분야인 동시에 한국과 인도 양국간의 미래 협력의 주
요 아젠다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IT 분야에서는 인도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글로벌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하드웨어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간의 협력은 상호 Win-Win이 가
능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BT 분야에 있어서 인도는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생명공학청
(Department of BT)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도 생명공학기본계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있어 양국간 협력과 미래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음이 강조되
었다.
세미나 진행과 함께 양기관간의 MOU 갱신도 이루어 졌다. STEPI 김석준 원장과 NISTTADS 원
장 Dr. P. Bangerjee은 과학기술혁신정책 분야에서의 상호협력과 연구가 양국간의 과학기술 협력과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양기관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는 코멘트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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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에 서명하였다. MOU의 주요내용은 (1)과학기술혁신정책과 혁신시스템에 대한 상호공동연구와
협력 (2)과학기술정책분야의 정보교환과 장단기간 연구자 상호방문 교류이다. 본 MOU의 효력기간
은 2011년 1월 11일부터 향후 3년간 지속 (1단계), 그리고 상호 MOU 취소가 없는한 추가 3년간 기간
연장 (2단계) 이다.

MOU 갱신 및 국제 세미나 개최를 전후로 연구진은 인도의 주요 과학기술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기
구를 방문하고 인도의 최신동향과 특장점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방문 기
관에 대한 소개와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 과학기술청은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형성 및 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적 조사와 연구
개발 지원, 국가 중요 기술 프로그램 지원, 과학기술 관련기관과 연구기관과의 지원 및 조정, 농촌 등
과학기술 취약지역에 대한 조정, 과학기술 대중화, 국가 과학기술 정보시스템의 유지, 타부처의 과학
기술 관련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인도 과학기술청은 국가 연구기관
및 조직에 대한 정책지원 및 수상 과학자문위원회와 같은 고위기관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으며 국가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 및 주 정부와의 협력을 위하여 24개 주에 주과학기술위원회
(State Council for Science & Technology)를 설립하였으며, 국제과학기술협력활동도 담당하고 있다.
연구진은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청장 Dr. Harkesh Mittal 을 면담하고 인도
의 과학기술정책 현황과 한·인도간 미래 과학기술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연이어 한국의 연
구회에 해당하는 CSIR(Council of Scientific & Industrial Research)을 방문하여“과학기술 및 산
업연구 위원회”
의 위원장인 Dr. Sudeep Kumar을 면담하고 인도의 New Millenium Technology
Leadership Initiative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향후 한·인도간 미래 과학기술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APCTT는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ESCAP) 산하 지부로서 1977년 인도 Bangalore에 설립되었으며, 1993년 본부가 뉴델
리로 이전하였다. APCTT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기술이전의 국제화를 통해, 개도국 기업의 도약을
장려하는 것이 조직의 목적이며, 기술정보(Technology Information),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기술기업개발(Tech-Entrepreneurship Development), 혁신 관리(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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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의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APCTT는 국제적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도국을 위하여 연구기관 설립, 인력개발, 국제파트너십 등 다양한 분
야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본 출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기술이전센터인 APCTT의 혁신담당국장
및 기술평가국장과 면담하고 녹색성장 분야와 국가혁신시스템 연구분야에서의 양기관간 연구협력 논
의하였다.

인도공과대학은 인도 독립 직후 네루 초대 총리가 국가적으로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야 한다며 특별
법을 제정해 설립하였다. 1951년 동북부 카라그푸르에 첫 캠퍼스가 만들어진 이래 델리, 뭄바이, 첸나
이 등 전국에 7개 캠퍼스가 세워졌으며, 이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정부 지원 70%와 자체 예
산 30%로 운영되지만, 운영은 정부로부터도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교수진과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
된 이사회가 학교운영을 주도하며, 캠퍼스마다 커리큘럼을 자유롭게 선정한다. 7개 캠퍼스가 수학,
물리, 화학 3과목의 공통 입학시험(IIT-JEE)를 통해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고교 졸업생 가운데 약
5,000명을 선발하는 만큼 인도 최고의 인재가 모이는 곳이다. 본 출장에서는 우리의 산학협력단에 해
당하며 인도공과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FITT(Foundation for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의 Director를 면담하고 인도공과대학의 산학협력과 기술이전의 성공요인에 대한 집중 인
터뷰를 수행하였다. FITT는 설립 첫 해부 터 흑자를 내고 자체사업예산으로 운영되는 인도 최고의 기
술이전센터로 성장하였다.

인도는 국토면적 기준 세계 7위, 인구 기준 세계 2위의 거대국이다. 아시아 문명의 원천으로 불교
가 발상한 곳이며, 천축(天竺)이란 이름의 오랜 역사의 나라인 동시에 200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
률 8~9%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나라이기도 하다.
본 출장을 통해 느낀 인도의 강점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잠재력이었고, 그 잠재력의 원천은 과학기
술이었다. 인도는 이미 1947년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성장 결의문을 발표할 정도로 과학기술 정책과
조직에 대한 고민을 일찍 시작했다. 원자력 기술, IT기술, 생명공학기술, 우주기술 등 한국 보다 월등
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분야의 이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주청, 원자력청, 과학산업청 등 임무
지향형 과학기술조직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계적 수준의 인도공과대학 등 인재수
급 기반도 탄탄하였다.
아직 인도의 산업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 본위의 성장이 한계를 반복하고 있지만, 인도 과학
기술정책 연구자들의 사고와 논의의 깊이와 다양성, 그리고 진지한 고민의 흔적은 다른 어느 선진국
못지않았고,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 아울러 IT산업과 BT산업, 원자력산업, 우주산업 등 많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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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 인도와 한국의 상호보완적 특성과 협력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많은 후속연구들이
진지하고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림 1] 인도 중앙정부 과학기술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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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DST): 인도 과학기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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