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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사회경제적 니즈
미래유망기술
포트폴리오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R&D를 둘러싼 환경 뿐 아니라 R&D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가연구
개발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대한 지원 중심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노력
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R&D는 관련 부처의 주요 정책수단으
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R&D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R&D 전략 및 투자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
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 설정은 국내외 경제 및 과학기술 환경변화, 외국정책 동향 등에 의거한 단
기적 투자 방향 설정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서 제공하는 틀과 자료
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에 의거하여 다양한 분석 방법론을 통해 장기적
인 측면에서 미래의 경제사회 환경 및 기술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R&D투자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포트폴리오 분석에 대한 관련 개념 및 정의 등을 설명하고, 포트폴리오 분석, 니즈 분석 등
방법론을 고찰한 후,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개념 정의와 분류기준, 재원구조와
주요특징 그리고 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 과정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예산조정 전단계로서 전략
적인 투자방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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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향후 중요하게 부
각되는 사회경제적 니즈와 국가 발전 목표 및 국정과제를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포트폴
리오 분석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목적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하였다. 그리고 향
후 미래 사회를 선도할 유망기술 혹은 미래 사회경제적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을 체계적으
로 정리･제시하였다. 즉, 미래를 선도할 유망기술, 정부에서 제시한 국가 전략기술 및 유망 기술
들을 종합 정리하였다.
앞서 도출된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니즈 및 미래 유망기술에 근거하여 향후 투자 방향 설정을 위
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행하였다. 먼저 분석 방법에 대해 논의한 후 사회경제적 니즈 및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다양한 각도에서 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경제적 니즈 및 과학기술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AHP 방법론에 의거한 사회경제적 니즈 및 과학기술분야별 R&D투자 우
선순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니즈 및 과학기술분야별 중요도와 정부 R&D투자 비중
사이의 Gap 분석을 행하였다.

결론
사회경제 니즈와 미래 유망기술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결과와 AHP를 통해
나타난 중요도간의 격차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니즈 관점에서 향후 투자방향은 산업의 지속적 발전 등 민간과 투자 영역이 겹치는 분
야의 점진적 축소가 바람직하며, 고령화 사회 대비, 풍요로운 삶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 비중 확대가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래 유망 기술 관점에서 향후 투자 방향은 기계, 전기전자, 농림수산, 정보통신 등 전통적 성장
동력에서 환경, 재료, 에너지‧자원, 생명과학, 기초과학 등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비중
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에 치중되어 왔지만
미래에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연구의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
향후 정부 R&D투자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현재의 조사‧분석에서 제공하는 틀과 자료에 더해 사회
경제적 니즈 분석, 미래유망기술 분석 등 새로운 방법론을 고려한 투자방향설정 방법론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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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니즈와 미래 유망기술 관점을 동시에 고려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방
향은 다음과 같다. 산업 발전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고령화 사
회 대비, 식량･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안전한 사회 구축 등 중요한 정책 내지 이슈로 부상하
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가 요구되며,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상업적 응용/개발에
해당하는 R&D에 대해서는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장기 기
초 연구나 공공기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책임연구원 : 배용호 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홍사균 선임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송종국
안두현
황석원
황정태
정근하
배영임
권성훈

선임연구위원 |
연구위원
|
부연구위원 |
부연구위원 |
연구위원
|
연구원
|
연구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기술경영연구센터
기술경제연구센터
기술경영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경영연구센터
기술경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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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성과평가체제 구축
Performance Evaluation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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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
HRST
성과평가체계
인력사업
정책의 일관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인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분야 인력에 대한 정책이라는 측면을 가지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정책 수행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가지 정책측면
에서 모두 그 사업의 추진방향을 조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
학기술인력정책이 가지는 고유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의 과학기술인력 사업의 평가체제를 어떻
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2장에서는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인력정책은 국가인적자원정
책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창의성 있는 고급인력의 양성에 해당되며, 고등교육
영역에 포함된다.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영역을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가장 중요
한 영역으로 명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로서의 의미
를 가지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주요한 영역으로 다뤄진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및 평가
에 있어서 이러한 두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될 수 있는 성과평가체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3장에서는 과학기술인력사업의 행정적 평가체제를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인력정책을 다른 관점에
서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두 부총리체제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사업의 평가가 행
정체제 내에서도 깔끔히 정리되지 못하는 측면을 주로 분석하였다. 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각각
의 영역은 수평적 성격을 가지며 ‘과학기술인력공동실무협의회’라는 실무자 수준의 조정기구를 두
고 있다. 그러나 구성의 한계로 협의회는 각 부처의 입장을 주장하는 틀 이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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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체제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부처 간 경쟁과 갈등은 본질적이며 불가피한
문제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인적자원개발은 모든 부처와 연계되어 있는 인프라의 특성을 띠고 있
기 때문에 부처 간의 정책지향이나 관할권 다툼 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고, 그 둘의 공통지대인 과
학기술인력정책(HRST)은 관할권과 경계가 불분명하고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부처 간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둘째, 과학기술부와 인적자원개발부처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호
환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없다. 셋째, 과학기술인력
정책에 관한 성과 평가체제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사업 지원 부처의 기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지원영역을 조정하는 등 명확한 범주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넷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인적자원개발정책 조사･분석･평가 실시에
서 중첩되거나 서로 빠지게 되는 과학기술인력정책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4장은 과학기술인력 사업과 관련한 현재의 성과평가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차원에
서의 과학기술인력 사업의 평가체제를 구상하고자 한다. 현 체제의 문제점은 첫째, 기본적으로
HRD와 연구개발사업에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HRD의 경우 과학기술
인력이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 교육의 틀 내에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인력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반면, 연구개발사업의 과학기술인력 양
성사업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공이나 기술영역별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적
자원개발과는 구분된다. 이렇게 볼 때 인적자원개발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구체성에서 다소 미흡
한 반면,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지만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
근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둘째, HRD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대한 접근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성과
평가의 내용이나 지표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과평가 지표는 단기적 산출이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지만 중장기적 성과나 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 이런 측면
에서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효과가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효과가 비가시적인 경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계량 지표에
의존함으로서 사업의 성과가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HRD나 정부성과평가법에
근거한 연구개발사업의 인력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의 경우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의 특수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비가시적인 효과라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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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장은 현황에 기반하여 과학기술인력사업의 평가체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행정적 측면과
평가대상 범주, 실행 평가모형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성과평가체제는 과학기술정책측면과 인적자원개발정책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사업은 별도의 틀로서 평가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
평가를 위한 사업의 분류는 인력양성의 수단과 사업의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
여야 한다.

정책제언
과학기술인력사업은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성 하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조사분석체계 내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카테고리로서 인정되어 실행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카테고리와 배제적(Exclusive)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인력사업의 성과평가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항목은 과학기술인력정책들간의 연계
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관련한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성이 면밀히 검토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 책임연구원 : 엄미정 부연구위원 | 인력정책연구단
▶ 참여연구원 : 성지은 부연구위원 | 혁신정책연구센터
정병걸 교수
| 동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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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IT 컨버전스 연구개발조직의 발전방안 연구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R&D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NBIT Convergence

하태정 / 이광호 / 김석현 / 민정원
2007. 1. 1 - 2007. 11. 30

☞ 키워드 ･
･
･
･
･

NBIT
기술간 컨버전스
융합연구개발조직
연구개발수행방식
사례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기술간 컨버전스의 중요성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 제고로 주요 선진국을 중심
으로 다양한 기술융합 현상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미국, 유럽, 일
본 등 주요 기술 강국들은 대표적인 기술융합 분야를 선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들 융합기술 영역
에 대한 적극적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술융합을 어떻게 기획, 추
진, 관리, 평가할 것인가 등에 관한 정책 및 전략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일천한 수준에 머물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거시적 기술정책 차원의 융합연구개발정책의 효율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제 융합 연구개발활동의 수행 주체인 융합연구개발조직의 특성 및 구조,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기존 연구개발조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명하기로 한다. 또
한 융합연구개발조직이 그 구조 및 특성에 있어 기존 연구개발조직과는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상
정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융합연구개발조직의 전략 및 정책적 지원방
안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기술간 컨버전스 관련 연구개발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및 연구개발활동의 효율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국내외 컨버전스 관련 연구개발조직들의 구조 및 행태 그리고 전략 등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연구개발조직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
엇보다 기존의 융합연구에 대한 거시적 기술정책이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미시적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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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개발조직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에 바탕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기술간 컨버전스 현상 관련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NBIT 컨버전스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동
향을 개관한다.
셋째, 연구개발조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연구개발조직의 구성요
소, 특성, 그리고 발전과정 등을 문헌고찰을 통해 개관하고, 특히 4세대 연구개발(R&D) 수행방식
과 융합연구개발 수행전략 간에 존재하는 공통된 특징들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넷째, 미국, 일본, 한국의 융합연구개발 정책동향과 함께 주요 대학 및 정부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분석틀은 연구개발조직의 하드웨어적 구성요소 및 소프트웨어적 구
성요소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아 융합연구개발조직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융합연구
개발조직의 구조 및 특성을 기존 연구개발조직과 비교 분석한다. 국제간 주요 사례분석 결과의 시
사점과 앞서 수행한 연구개발조직의 발전과정 및 특징들에 대한 문헌고찰 내용에 기초해 기존 연
구개발조직과 융합연구개발조직의 구조 및 특성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존 연구개발조직과 융합연구개발조직의 구조 및 특성 비교]
구분

기존 연구개발조직

융합연구개발조직

연구조직구조

학제/프로젝트 기반
분산형구조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유연한 네트워킹 구조

연구인력구성

단일학제중심 연구인력

다학문적 연구인력

예산 지원 및 배분

기초: 중앙집중관리
응용개발: 연구조직관리

중앙집중관리 단계

연구 네트워크

학제중심

학제간, 커뮤니티 중심

전략 및 목표

명확한 목표/전략

유연한 목표/전략

연구문화

학제간 제한적 커뮤니케이션

학제간 빈번한 상호작용

리더쉽

전략적 관리자

혁신주도형 선도자/조정자

성과 관리 및 평가

사전 목표 및 진도 기준에
따른 정기적 평가

위험(risk)에 대한 보상 및
평가기간의 유연성

끝으로, 기 수행한 문헌고찰, 정책동향 파악, 주요 사례들의 국제간 비교분석 결과들을 기초로 융
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즉, 본 연구의 직접적인 목적인
거시적 기술정책 차원의 정책 효과성과 실제 융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인 융합연구개발조직
의 연구 효율성과 전략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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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융합연구개발조직은 기존의 연구개발조직에 비해 보다 명확한 연구목표
설정과 연구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과 명확한 커뮤니케이션를 통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과 방
법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제4세대 R&D 방식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적, 기술적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동연구개발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위험관리 등이 융합연구개발조직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
제이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융합연구개발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융합연구개발을 주요한 과학기술정책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선도적인 융합연구개발조직들에 대한 직접 방문 인터뷰 및 문헌조사에 기초한 심
층적인 사례분석 결과는, 향후 융합연구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과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연
구개발 현장의 니즈를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제언
융합연구개발조직이 성공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로 하는 조직 내부 및 외부 조건
들을 조직구조, 연구예산 등의 지원제도, 조정(Coordination), 연구네트워킹 그리고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연구개발조직은 기존 연구개발조직에 비해 보다 유연한 구조 및 운영전략을 취해야 한
다. 이는 융합연구개발은 내재적 속성상 연구목적 및 주제가 다양한 학제에 걸쳐 있다는 점과 다
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융합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
여하여 각자의 학제적 지식과 방법론에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 목적 및 과정
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유연성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융합연구는 기존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이게 할 인센티브로서 외부의 예산지원 또는 견인이
필요하다. 바쁜 전문가들이 소규모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럴만한 동기와 여건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조직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과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선도과학자(Leading
Scientist) 및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사례연구의
대상이 된 융합기술 연구조직에서 연구조직의 초기 출범 시 선도과학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넷째, 융합기술 연구조직의 특성상 활발한 연구정보 교류를 위해 대면 접촉의 기회를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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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 연구는 결국 이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과 창의적 사고에 의해 진전될
수 있으므로, 연구진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융합연구 분야는 연구 과정 및 성과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비례하여 연구 참
여자들이 직면하는 연구자원 포트폴리오, 전문영역 구축 등과 관련된 연구관리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융합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직면하는 연구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
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나는 연구비 예산지원의 안정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참여자
들의 연구성과평가 방식의 보완이다. 전자는 융합연구의 단계상 단기간에 가시적인 연구성과가 나
오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타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비해 좀 더 장기적인 예산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후자 관련해서는 참여연구자들에 대한 보상과 평가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책임연구원 : 하태정 부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이광호 부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김석현 부연구위원 | 혁신정책연구센터
민정원 전문연구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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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A Analysis for Sucess Factor of Technology Transfer: from GRI's Perspectives

임채윤 / 이윤준
2007. 1. 1 - 2007. 11. 30

☞ 키워드 ･
･
･
･
･

기술이전･사업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이전 통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확대 및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확립에 따라서, 기술혁신과 관련된 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이
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해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등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정책 전개와 성과간의 불일치는 아직까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와 기술이전 현황을 연동한 DB를 구축하
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전 기술의 기술 및 시장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의 유
형에 따른 기술이전 성공요인을 도출한다. 한편, 정량적인 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이전의
애로요인, 연구개발 유형별 기술이전 메커니즘 등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파악한다. 정량･정성적인
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유형별 기술이전 성공 및 애로요인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정책의 개선방안
을 모색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기술이전과 관련된 국내외 이론고찰, 출연(연)의 기술이전 현황 분석, 기술이전 성공사
례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국내외 이론고찰에서는 국내적으로 수행된 기술이전 관련 선행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
이전의 유형과 메커니즘, 성공요인과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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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하였다.
둘째, 출연(연)의 기술이전 현황 분석을 위해서 출연(연)의 성과보고서(’04~’06년)에 수록된 기술
이전 현황을 DB화하고, 이를 조사분석 DB와 연동하여 이전된 기술의 연구개발 특성(6T 분류, 연
구개발단계 분류, 기술수명주기 분류, 협력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이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기술이전 사례분석에서는 생명공학, 철도, 에너지(환경),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이전 사례 중
기술료 1억원 이상(계약금액 기준)의 과제를 선별하여, 면담조사를 통하여 기술이전의 애로요인
과 성공요인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기획단계, 성과평가의 효
율화, 기술시장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기술이전 결과의 시장창출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인
증･평가시스템의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술분야, 기술수명주기에 따라서 민간 부문의 기술 흡수․소화능력이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 사용자(또는 수요자)의 흡수․소화 능력 차
이는 이전될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서 수요의 집중도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내부조직과 연구관리시스템의 수준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
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분야별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적․시장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이전 메커니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이전․사업화를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업화로드
맵(Technology Commercialization Roadmap) 수립을 제안한다. 국가적으로 연구개발 분야선정
을 위한 로드맵이 작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기획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적
극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을 위해서 일부 대형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기획 단계에서 상
업화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사업화 초기단계에서 시장창출을 기반으로 한 기술 이전․사업화가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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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추진되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평가 체계에서 기술분야별/기술수명주기별/연구개발단계별 기술이전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수립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이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범위를 현
재 7%에서 15%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기술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평가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신기
술의 성능･안전성･신뢰성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책임연구원 : 임채윤 부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이윤준 부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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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고려한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방법론 개발
An Economic Valuation Model with Decision Trees and Strategic Flexibility of R&D Programs

황석원
2007. 1. 1 - 2007. 10. 31

☞ 키워드 ･
･
･
･
･

의사결정나무
경제성평가
격자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
R&D 기획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양한 변수와 큰 불확실성 아래 놓여있다.
연구개발사업 착수 여부에서부터, 연구개발 투자 규모, 상업화 이전의 파일럿 플랜트 건설 여부,
상업화 시기, 시장 진입시의 투자 규모, 시장 진입후 설비 투자 확장 등 연구개발에서부터 상업화
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에 관한 전략 변수는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또, 가격, 시장 규모, 시
장 경쟁 정도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 변수도 큰 변동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결정의 불확실성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복잡한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적 편익도 극
대화해야 하는 것이 당면한 요구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연구개발 관련 의사결정을 둘러싼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 모색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
전략적 유연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경제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개발 로드맵, 연구개발 투자 규모, 투자 재원 조달과 관련된 의사 결정, 상용화 시기 등 연구
개발 및 상용화와 관련된 여러 전략 변수가 존재한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이들 전략 변수의 다양
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인가, 다시 말해 가장 큰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고려한 정교한 경제성 평가 모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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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 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물옵션 접근법에 기반
을 두고,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수준, 고려하는 전략 변수의 종류 등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방법론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특히 의사 결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존재할 때, 또 다양한 전략 변
수에 따라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 구조가 복잡할 때는 격자 모형 실물옵션 등 새로운 접근법을 사
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격자모형 실물옵션 접근법에서 사용되는 의사결정나무와 Monte
Carlo 시뮬레이션 방법을 융합하여 각 방법의 장점을 취한 접근법이다.
모형 검증을 위한 실제 사례 연구로서 자원개발 관련 정부의 대형연구개발 사업을 선정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는 실용화를 앞둔 단일한 성격의 연구개발사업이나 대형과제 가운데 실제
사례를 선택하여 모형 적용한 것이다. 의사결정의 중요 분기점 및 복잡한 시나리오 설정을 고려하
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와 Monte-Carlo 시뮬레이션 방법을 접목하여, 전략 시나리오별로
의사결정나무와 의사결정 기준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우월한 전략 시나리오를 선택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우월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전략을 선택하기 위한 첫 단계 작업으로서, 전략변수와 환경변수
를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나무를 그린다. 이 때 핵심 전략 변수에 대해 전략 시나리오를 구성
하여, 전략 시나리오별로 의사결정나무가 그려질 수 있도록 한다. 환경변수와 전략변수 그리고 의
사결정 기준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떠한 전략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기대 수익을 제공하는
지 분석함으로써, 최적 전략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실제 연구개발사업(A사업)에 적용하여 보았다. 분석 대상 사업은 광
물자원의 채광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서 시장 진입 시점, 설비 투자 규모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이 중요한 사업이다. 또, 최종 생산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DCF 등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불확실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다루는데 적합한 실물옵션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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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Fast Follower 전략에서 First Mover 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상황에
서 미래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획/평가 과정에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기획/평가 구조에 대한 탐색 연구
성격을 갖는다.
현재도 많은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할 때 경제성 평가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기획과 경제성
평가 작업이 별개로 추진되어 상호 연결고리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프레
임워크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는 단지 연구개발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판정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작업에서 고려하는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전략 시나리오가 가장
우월한지 밝히는 작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는 정부의 연구개발 기획 작업이 불확실
성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와 융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책임연구원 : 황석원 부연구위원 | 기술경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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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추격형 기술혁신의 불확실성 대응 전략
Managing Techno-economic Uncertainties in the Post Catch-up Stage

송위진 / 박동오 / 강윤재
2007. 1. 1 - 2007. 12. 31

☞ 키워드 ･
･
･
･
･

탈추격
불확실성
기술학습
기술정치
사례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혁신을 추진하던 추격 시기와는 달리 스스로 새로운 궤적을 형성해나
가는 脫추격형 혁신 활동이 몇몇 분야에서 나타나면서 기술혁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격형 기술개발과정에서는 개발해야 할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기술이 개발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특정의 설계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脫추격 단계에서의 기술혁신은 많은 경우 모방할 대상이
없으며, 또 그 기술이 개발가능한 것인지도 미리 알기 어렵다. 따라서 脫추격 단계에서 기술혁신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脫추격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술･경제적 불확실성 관리의 핵심을 기술적 불확실성
에 대한 대응과 정당성 확보라는 요소로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개념적 틀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궤적을 형성하는 기술혁신의 경우 그것과 관련된 기술지식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되어야만 기술혁신활동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산업형성기의 기술･경제적 불확실성의 특성과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이 논의는 脫추격형 기술혁신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준거점을 제공하고 있다. 脫추격형 기술혁신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형성하거나 기존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이 산업형성기의
불확실성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산업형성기에 접하는 불확실성을 기술적 불확실성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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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예지능력의 강화, 실험과 실패
를 통한 학습, 개방형 혁신과 사용자 참여, 기술･사회시스템에 대한 기대(expectation)형성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떻게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脫추격형 혁신의 특성을 정리하고, 脫추격형 혁신의
사례를 정해 기술혁신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응활동을 분석한다. 이
때 앞서 제시한 대응방안들을 준거점으로 해서 脫추격형 혁신활동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정리한다.
줄기세포연구, 와이브로 기술개발, 파이넥스 기술개발 사례를 대상으로 예지능력, 실패학습, 사용
자 참여, 기대형성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脫추격형 혁신활동에서 기술적 불확실성과 정당성 관련 불
확실성을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 정리한다.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脫추격형 혁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 예지활동의 강화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신기술개발 관련 과학기술계획이나 전략기획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계획이나 로드맵이 시나리오 접근보다는 단선적인 발전과정에서 시기별로
수행해야할 사업이나 개발해야 할 기술들이 배열되는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과거 추격시기의 기획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추격단계에서는 선진국이 가는 궤적을 왜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궤적의 시나리오를 탐색
하는 활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술궤적은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향후 복수의 궤적을 탐색하는 관점들이 기술기획 등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궤적이 당연
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진화적 발전 궤적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복수의 궤
적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안은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른 가치관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논쟁
하고 토론하는 장을 조성하여 복수의 궤적들이 검토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실험과 실패를 통한 학습
그 동안 우리는 선진국에 의해 주어진 궤적을 따라가면서 답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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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대한 복수 대안을 선택하는 접근은 채택하지 않았다.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답이 있는 문
제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면 실패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실패는
용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복수･병렬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불
확실성이 높은 기술개발사업에 반영하고,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
다. 일본이 실패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과를 만들고 실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실패로부터 학
습을 촉진하려는 노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또한 실패한 사업의 경우 서둘러
덮어 버릴 것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개방형 혁신과 사용자 참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혁신체제는 국내적으로 폐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업들 간에, 기업과
대학･연구소들에 밀접한 교류가 없이 각개약진 식으로 발전해왔다. 근래에 와서 변화가 나타나고
는 있지만 이와 같은 사업 방식은 아직도 많은 혁신주체들의 행동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넘어
서기 위해서는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개방과 협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축적된 공통의 지식기반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담론 형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술발전과 공진화하는 사회의 모습에 대한 담론형성 능력은 상당히 취약하다.
특정 기술이 널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에 대한 탐구 능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동시에 구성되는 사회에 대한 전망에도 외국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
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제는 다양한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담론들이 토의되면서 공론이 형성되는 장이 필요하다.
그 동안 정부주도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담론은 정부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
가 많았다. 추격단계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발전궤적이 열려 있는 脫추격 단
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론 형성의 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기술시스템의 사회
적 수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 책임연구원 : 송위진 연구위원 | 혁신정책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박동오 연구원
강윤재 강사

| 혁신정책연구센터
|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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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추격형 기술혁신의 기술위험 관리
Technology Risk Management in the Post Catch-up Stage

성지은 / 정병걸 / 송위진
2007. 1. 1 - 2007. 12. 31

☞ 키워드 ･
･
･
･
･

기술위험
탈추격형
기술혁신
기술위험 거버넌스
위험관리 비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실패 학습과 위험 관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관리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단
계에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추격(Catch-up)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지식뿐만 아니
라 그것의 다양한 부작용까지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정 기술 분야에서 스스로 문제
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탐색하는 등 새로운 궤적 창출이 요구되는 脫추격 상황이 전개되면서 기술
의 불확실성과 위험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기술위험을 수
용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의도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기술위
험 상황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기술위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수단이 도입되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구조나 행정체제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위험의 수용이나 평가, 실패에 대한 용인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를 필
요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脫추격 혁신체제하에서의 기술위험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위험 관리 몇 가지 사례를 비교하였다. 사례 연구는 기술위험을 기술지식의 불확실성과 관련
된 기술위험, 정당성과 관련한 기술위험, 복합적 성격의 기술위험으로 범주화하고, 각각 BSE와
환경호르몬, RFID와 휴대전화 전자파, 나노기술와 GMO 등 총 6개를 분석하였다. 각 사례를 통
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위험 관리의 현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술
위험 거버넌스를 설계하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기술위험
관리에 관한 정책 대안과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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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술 유형별로 위험 대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
다. 각 사례 모두 기술위험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 축으로는 지식을 축적하고, 다른 한 축
으로는 기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각 관련 주체들을 설득해 나가는 사회적 합의 노력을 시도한
다. 그러나 기술위험 유형별로 대응 전략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술지식이 불확실한
BSE, 환경호르몬 사례는 조사 연구를 통한 지식 축적, RFID와 휴대전화 전자파 사례는 찬성과 반
대 진영의 논쟁을 통한 합의 도출, 지식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이 모두 높은 나노 기
술, GMO 사례는 위험성 연구 등 지식 축적과 기술영향평가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중심이다.
둘째, 각 국가별로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
하는 유럽형,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특정기술에 대한 규제를 거부하는 미국형, 모방학습을
통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위험 관리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새롭게 수정해 나가는 일
본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형에 가까운 유형을 보이고 있으
나, GMO 등 일부 기술위험의 경우에는 사전예방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의 고
유한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술의 규제방식과 절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모든 기술위험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각 국가가 처한 상황적 맥락과 기술 유형별로도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다.
셋째, 위험 인식 초기에는 일부 전문가와 정부 당국이 중심이 되었으나, 위험을 평가하고 공유하
는 과정에는 일반 대중의 위험 인식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어 왔다. 기술 위험 논의가 과학적인
사실 여부를 뛰어넘어 정치적․윤리적 쟁점을 다루게 되면서 그 중심에 대중의 참여 및 커뮤니케이
션이 강조되게 된 것이다. 각 기술유형별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는 과학자와 전문
가 중심이었으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일반대중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과 일반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
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는 광우병 파동,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과 반
대 운동 등이 전개되면서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민배심원제(Citizen Jury), 이해
관계자 대화(Stakeholder Dialogue) 등과 같이 대중이 참여하는(Public Engagement) 의사결정
과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넷째, 기술위험은 단순한 과학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보건, 통상, 규제 등 다양한 쟁점과 맞
물리면서 관련 이해관계자들간에 첨예한 갈등을 유발해 왔다. 이는 새로운 기술위험이 유발하는
법률적･제도적 문제이면서, 이해, 가치관, 그리고 문화 등의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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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전을 주장하는 산업계와 위험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간의 극명한 대립뿐만
아니라 유럽의 ‘사전예방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 미국의 ‘건전한 과학(Sound
Science)’간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서로 대립하지만 때로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나
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 국가의 잘못된 위험관리 정책이 다른 나라로까지 확산되는 사례가 높
아지면서 국가 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다섯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술위험 관리 방식에서는 기술에 대한 지식과 전문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정당성과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적․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추격국의 독특한 상황, 즉 위험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경제발전이나 국가경쟁력을 강조함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되는 등 위험 규제나 관리가 미
흡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제언
첫째, 기술의 긍정적 측면(Goods)과 부정적 측면(Bads)에 대한 대응과 관리에서 정책적, 제도적
지체를 해소해야 한다. 脫추격의 단계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기술위험 관리가 모방적 추격의 단
계에 머무를 경우 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관리와 대응간의 불일치와 격차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기술위험을 ‘발전’의 틀이 아니라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
로운 틀에서 인식하고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술위험의 정책결정 체계나 위험커뮤니
케이션의 네트워크를 재설계하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 셋째, 기술위험 관리의 기능을 기술 개발의
육성과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서 임무 중심의 정부부처로 이관하거나 기술위험 전담기능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한 고객집단이 아니라 기술위험이라는 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위
험 관리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술위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대
응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위험 의사결정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기술위험 관리를
전담하는 개별 부처를 두거나 외부 참여를 강화하는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행정부 중
심의 기술영향평가 제도를 외부에 보다 개방적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
재 우리나라의 기술영향평가제도는 다양한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기도 하고 합의회의 형식을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부 중심이다. 따라서 기술영향평가제도가 기술위험 관리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외부의
참여에 더 개방적인 형태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술위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보다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요소를 확충하거나 위험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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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다양한 외부자들의 관점을 허용하는 참여적 기술위험 커뮤니케
이션이 필요하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기술위험 관리에 관련된 정부관료나 전문가들뿐 아니라 위
험관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외부자들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덟째, 기술위
험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형식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위험 정책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책임연구원 : 성지은 부연구위원 | 혁신정책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정병걸 교수
송위진 연구위원

| 동양대학교
| 혁신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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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거버넌스의 진단과 대안 모색:
대기업 중심 생산집적지의 전환을 중심으로
Governance of Korea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ransformation of Large Firm-led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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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체제
지역혁신 거버넌스
울산 자동차 클러스터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
사회자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역 차원에서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 주체가 합의에 기초해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
하는 수평적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숙되지 못하다. 지역의 내생적 역량이 마련되지 못한
현재의 조건에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
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지역혁신주체들의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
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관련 주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협력이 가능한 조정양식의 도출이 필요해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진단하
고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지역혁신 거버넌스 전략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의 거버넌스의 구성과 작동이 지역을 넘어서 국가와 세계적 차원의 영향
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우선 거버넌스와 지역
혁신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틀을 확정하
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선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제도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지
역혁신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조건을 탐색하였다. 사례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혁신체제인 대기
업 주도의 생산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대기업 중심의 지역 생산시스템이 글로벌 환
경에 노출되면서 거버넌스가 전환된 경험이 있는 해외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
고 울산 자동차 클러스터와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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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거버넌스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개입에 의해 지역의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적 네트워크 조정양식의 제도화 과
정이 촉진될 수 있는 조건을 진단하기 위해 생산, 연구개발, 정책네트워크 구조, 관계적 인지적 측
면의 사회자본으로서 협력의 문화와 신뢰, 리더십과 의사결정 조정양식 등을 중요한 준거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거버넌스 측정의 기초 토대로서 세계은행의 사회자본 연구팀에서
2002년에 개발한 “Social Capital Assessment Tool (SOCAT)”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거버넌스에
특화된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을 포함시켜 수정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국내사례연구에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조건에 대한 진단은 문헌연구와 2차 자료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해외 사례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지역적 자동차 생산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와 이태리의 토리노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주로 문헌연구와 2차 통계자료,
두 지역의 기업, 지방정부, 대학, 관련 연구소, 협회, 노조, 정부기관 등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핵심적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기
위한 울산 자동차클러스터와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를 사례 분석에는 울산 자동차클러스터에
입지한 107개 자동차 부품업체와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에 속한 103개 모바일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관계기관 및 기업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가 이용되었다.

결론
해외사례로 검토한 슈투트가르트와 토리노는 세계 생산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의 영향을 받아 거버
넌스의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조정의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슈투트가르트의 경우 90년
대 지역 생산시스템의 위기에 직면하여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글로벌 소싱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IT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로 자동
차와 관련된 부품업체들의 기술역량이 강화되고 한편으로는 다임러 크라이슬러와의 관계가 더 긴
밀해지는 한편 부품업체들의 글로벌 소싱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토리노의 경우도 90년대
의 동일한 위기 과정을 겪었고 피아트의 생산설비 해외이전에 대응해서 지방과 중앙정부가 동일
하게 IT 등 신기술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결과 토리노 지역에 모바일,
디자인 등 신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들은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동일한 대기업 중심의 생산집적지의 지역혁신의 거버넌스가 위기와
구조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한 지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나타난 반면 다른 지역은 신산업의 성
장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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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자동차 클러스터는 현대자동차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성장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부문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현대자동차와의 수직적, 폐쇄적 거래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거래관계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지역 자동차 생산시스템의 와해의 위기로 나타
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자동차와의 거래관계에 안주하던 지역의 업체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
해 지속적인 혁신과 글로벌 소싱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울산 자동
차클러스터의 거버넌스 분석의 결과 정책적 개입에 의해 자동차산업의 생산네트워크와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결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와 현대모비스, 한일이화 등 핵심적인 부품업체들이 생산 및 연구개발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책기관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이들 핵심주체들의 참여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울산 자동차클러스터의 자동차 부품업체들 간 협력의 경험이 미약하고 현재 이들
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주관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조건 하
에서 지역혁신의 핵심주체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련 주체들을 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울산지역에서 주요 리더로 거론되고 있는 울산시나 현대자동차 같은 주체들의 리더십 수준
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울산시의 경우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으
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역혁신의 리더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의향이 낮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모바일클러스터의 경우 삼성전자 중심의 생산네트워크는 현대자동차 네트워크의 중층
구조와 달리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간 일대일 거래가 지배적인 단층구조의 모습을 나타낸다. 클러스
터의 모바일업체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식생산시스템과 지식활용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엮어주는 지능적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모바일단말상용화센
터, 구미혁신클러스터추진단,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전략산업기획단, 경북전략산업기획단
등 중요한 정책기구들은 아직까지 지역기업들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정책기구 네트워크 간
에 연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경북대학교 등 지식생산 및 활용의 실질적인 주체의
참여도 매우 미흡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을 중심으로 협력활동
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클러스터 내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의 경험이 낮고, 지역대학, 기
업, 기관 등 프로젝트 주관기관에 대한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다. 그리고 소규모 업체와 소프트웨
어 개발업체들을 중심으로 공동목표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 또
한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도 아직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리더로 언급되는
구미,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 평가결과는 매우 낮고, 삼성전자, 인탑스 등 지역의 주요 기
업들도 지역 업체들에게 적극적 리더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내부의 정책기
관보다는 전국단위의 조직에 대한 리더로서의 선호도가 더 높은 편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1장 2007년 주요 연구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Annual Report 2007 35

정책제언
우선 다양하고 차별적인 지역혁신 거버넌스 모델이 개발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울산 자동차 클러
스터의 경우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어 2차, 3차 하청업체들과 집단적 생산체제를 형
성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기관이 이를 전개하는 방식이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대구․경북 모바일 클러스터의 경우 소규모 특히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
어 개발업체들을 중심으로 전환의 가능성이 발견되므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행정주체들이
모바일상용화센터 등 다양한 혁신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주제별(기술, 제품) 협력체가 프로젝
트 단위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해체되고 재형성될 수 있는 환경과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역 단위에서 이런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지역혁신 거
버넌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다양한 지역사업들이 자율적이고 독창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틀
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은 거버넌스 전환의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거버넌스 역량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역량강화는 거버
넌스 전환의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책임연구원 : 이정협 연구위원

| 혁신정책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김형주
손동원
박희진
조형제
정준호

|
|
|
|
|

부연구위원
교수
연구원
교수
교수

혁신정책연구센터
인하대학교
혁신정책연구센터
울산대학교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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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체제의 효율성 제고방안
Improving the Efficiency of Budget Management System for Regional Innovation Programs

이민형 / 김계수
2007. 1. 1 - 2007. 12. 31

☞ 키워드 ･
･
･
･
･

지역혁신
예산시스템
자본출연
책임예산센터
책임혁신주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급격하게 지역혁신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 및 관리
를 위한 제도 발전방안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
고 이에 따른 유사사업 및 사업 수 과다 등 사업난립 현상에 대한 예산조정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부처 주도의 사업 예산권에 대해 지역혁신사업의 수요자인 지방정부가 예산의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지역혁신예산 지배구조와 예산관리의 자율과 책임수준과 관련되
어 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및 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문제들의 해결 나아가 지역혁신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관리체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사업 활성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관리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바람직한 지역혁신사업 예산구조 형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원칙의 도출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지역혁신예산 운영과 감독체제 등 포괄적인 예산관리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지역혁신정책과 예산의 역할을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을
도출하고 선진국들의 추진체제와 관리방향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과 국가마다의 차별적인 특
징을 분석 정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지역혁신사업 추진 체제의 변화와 추진관리 체제의 역할 분석, 지역혁신사업 예산
관리체제 분석을 통해 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체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공급자 중심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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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책 추진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심층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역혁신 예산관리체제의 정책대안을 시스템적 접근에 의해 제시하였다. 지역혁신예산 지
배구조, 지역혁신 책임예산센터의 전략사업구조, 지역혁신 책임예산센터 예산운영시스템, 지역혁
신 책임예산센터 감독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대안에 대한 요약 및
종합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결론
우리나라 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구조 및 관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혁신을 위한 예산
배분구조는 국가혁신시스템(NIS)정책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과 지역혁신시스템(RIS)정책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원화되어 형성되어 있다. 지역혁신사업 예산구조는 중앙정부부처 경쟁사업
예산 중심의 일원화된 예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정부부처들이 각 지역의 혁신센터들에게 경
쟁적으로 사업수주에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매칭펀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부처의 조건에 따른 참여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예산구조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 예산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세가지이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역혁신사업
의 조정, 2) RIS사업에 대한 정부부처사업의 조정, 3) RIS사업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권한과 역할 조정 등이다. 현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조정에 관한 것이며 다
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거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정체계
를 구조화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는 갖추고 있으나 운영내용과 운영방식에서는 관리
주체들 간의 밀접한 연계 및 역할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하위 수행관리 주체들인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지역 관리기구의 구조, 기능과 역할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기획 및 관리가 중앙정부의 공급자적 시각에서 주도되고 있으며 지역의 수요
자적 시각과 접근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혁신 예산배분을 중앙정부의 개별부처가 주도
함으로써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사한 성격을 가진 중복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
러나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사업들에 매칭펀드를 제공해야 하며 사업의 기획 및 관리에서 배제되
어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획일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
의 역량과 수요가 잘 반영이 안되고 수요에 대응한 효율적인 투자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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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시각에서 사업이 기획되고 단기적인 성과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평가도 중앙정부 시각
에서 이루어지며 여러 단계의 중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제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기반조성과 같은 하드웨어 정책보다는 혁신주체들의 자생적인 혁신
역량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축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생적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정책기조가 실질적으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으로 연계되
도록 실효성 있는 새로운 지역혁신 예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혁신예산시스
템의 핵심요소는 위임과 자율책임, 유효한 평가관리 감독이다.
정책개선방향은 우선 자본출연에 의한 예산지원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지역혁신사업을 발전적으로 통합 및 재조정하는 동시에 지역의 전문 책임혁신주체의 전략기획 역
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창의적 지역혁신의 역량 활성화, 극대화를 목표로 책임혁신주체에 대한 기관평가를 개선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책임혁신주체가 명실상부한 지역혁신활동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
앙정부의 NIS사업과 RIS사업의 연계조정이 중요하다.

▶ 책임연구원 : 이민형 연구위원 | 혁신정책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김계수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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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과학기술정책 개선 방안
Innovation Paradigm Changes and Policy Issues of Science & Technology

임기철
2007. 8. 1 - 2007. 12. 31

☞ 키워드 ･ 미래 트렌드
･ 컨버전스
･ 개방형 혁신
･ 디자인 경영
･ 창조형 혁신경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불확실성으로 대변되는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를 이끌 근본적 변화
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며, 파도보다는 조류, 표면보다는 심층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 10년도
과학기술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우리의 미래를 창조적 혁신에서 찾으려면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한국의 미래 성장에서 과학기술혁신은 어떠한 요소보다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
하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과거 찬란했던 성장의 역사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으려면, 선진국 추격
형 모방 전략에서 벗어나 창조형 혁신 전략으로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전략을 통해 현재의 위기 극복은 물론 21세기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한 해법을 미
래 시나리오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차세대 기술혁신 패러다임으로 사용자 주도형 기술혁신, 개방형 기술혁신과 더불어 고수익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았다. 특히 최근 들어 신제품 창출 능력
향상과 기간 단축을 위해 내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형 기술혁신’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 심화와 혁신적 기술의 정체 속에서 기존 상품이나 기술의 재조합을 통해 제품의
기능 개선을 시도하는 ‘컨버전스’ 역시 신사업 진출과 기업간 결합으로 확산되면서 시장 밀착형 전
략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와 더불어 미래 시장과 고객의 트렌드를 기술혁신에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디자인 경영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전략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술혁신 5대 패러다임의
특성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
우리는 이런 미래 트렌드의 중심 축인 과학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 단독으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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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큰 구상(Grand Strategy)을 설계하고 여기서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한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내용
한국의 미래는 어느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창조하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무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로부터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발전 비전을 정
립함으로써 21세기 신(新) 한국을 창조해야 한다. 지난 40여 년에 걸쳐 이룬 1인당 국민소득 100
달러에서 2만 달러로의 성장은 국민의 땀과 정부의 리더십, 기업의 도전정신, 그리고 과학기술계
의 지식이 어우러진 성과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부딪쳐 있거나 다가올 위기의 본질은 분명 과
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본 연구는 과거의 성장 신화, 현재 당면한 지경학적 위기의 실체, 미래사회의 트렌드를 총체적으
로 파악하면서 새로운 성장판을 짜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년 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로 경제․사회․문화․환경 관련 변수를 도입하여 ‘평화와 번
영’, ‘풍요 속의 불안’, ‘정체와 갈등’등 세 가지로 풀어내 추진 방향과 전략을 고찰하였다.
이미 4%대에 갇힌 잠재성장률 덫에서 벗어나 본궤도인 5%를 되찾고 추가적 성장 α로 최대 7%
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도 비중있게 다루었다. 창의적 인력 양성과 창업 활성화라는
수단을 추진해 나갈 혁신체제와 정부 시스템 재정비 방안 등을 제안하면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업그레이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도 강조하였다. 미래 경제사회 변화와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의
패턴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IT를 중심으로 하는 컨버전스와 융합형 연구개발정책 방향
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토대로 사용자 중심 기술혁신의 의미와 디자인이 혁신 과정에서 차지하
는 비중과 시장 트렌드의 파악 등도 전략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기술혁신 이론을 사례와 함께 논
의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실효성 높은 혁신 성과의 창출에 필수적인 경영전략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결론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21세기 7대 메가 트렌드로, IT가 과학기술․산업의 융합 주도, 기업이 혁신경
제의 개화 견인, 글로벌 경쟁이 격화, 인재격차의 확대와 고령화 진전, 공간 압축과 재편의 가속
화, 지속가능성의 대두, 고위험 사회의 도래 등과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5대 기술혁신과 경영 패
러다임으로 융합, 컨버전스, 소비자 주도형 혁신, 개방형 혁신, 디자인경영 등을 제안하고 대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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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5대 정책과제로 ‘IT 기반 기술융합으로 성장 산업 고도화 및 서비
스산업의 기술혁신 촉진’,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으로 숨겨진 GDP 1% 찾기’, ‘과학기술 총
역량 강화 체제 구축으로 리스크 요인 개선 및 경제사회적 안전 손실 최소화 시스템 확보’, ‘2012
년까지 GDP 대비 R&D투자 3.5%로 확대’, ‘R&D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형 과학기술혁신
정책으로 전화’ 등을 제안하였다.

정책제언
과학기술은 21세기 디지털시대의 무기이므로 IT경쟁력과 창의적 인재를 발판으로 과학기술의 글
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방식이다. 향후 10년은 세계를 선도할 과학기
술 역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이루어내야 한다. 또 IT를 넘어 에너지와 우주
개발로 이어지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해야 함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술혁신과 경영의 소프트화를 통한 연구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 미래 혁신 주체들의 문제의식과 자세가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문턱에서 중대 고
비를 맞고 있는 우리가 제2의 산업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무장해야 한다. 끝으로 창조적 혁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계를 포함한 각 주체들의 반성과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이 지향해야 할 발전 비전은 무엇보다도 「창조형 혁신이 국가 전반에 걸
쳐 왕성한 한국 (Innovation-Driven & Innovative Korea)」을 건설하는 것이다. 즉 국가 각 부
문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며, 과학기술이 국가발전 전체를 견인하는 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비전은 기존의 ‘추격형 개발’에서 벗어나 ‘창조적 혁신’으로 이행하는 것
이며, 이를 위해 구조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 책임연구원 : 임기철 선임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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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전략과 과제
Technological Innovation Strategy and Policy Agenda to Strengthen Economic Growth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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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총요소생산성
R&D투자
상용화
시장경쟁
금융시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경제는 노동과 자본투입에 의한 성장 단계 및 목적을 넘어서 기술혁신을 포함하는 총요소생
산성 증대에 의한 성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2000년대
에 들어서면서 저성장기에 진입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미래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혁신형 경제성장 구조로 전환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추정, 전망하고 이러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기술혁신의 역할과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혁신의 투입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을 때 잠재성장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지 전망한다. 또한 기술혁신의 투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 하락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내생적 성장모형의 일종인 R&D모형으로서 기술수준이 R&D 투입에 의해 내생적
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4.2%대에 수렴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가 1971-2006년 기간동
안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정도는 45.3%로 추정되며 2007-2030년의 경우 이보다 다소 높
은 50.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총 R&D투자스톡이 총요소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첨단산업군과 중고기술산업군이며 중저기술산업군과 저기술산업군의 경우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규모는 199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상당부분은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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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산업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바, 글로벌 대기업과 다른 혁신주체들간의 혁
신역량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과학연구기반에 의존하는 상황에
서는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 선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자립적인 과학연
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의 연구개발능력의 확충은 매우 요원하기만 하다. 과학기술인력 공급
시스템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산업현장에서의 엔지니어의 공급에는 성공하여 왔지만 연구경쟁력
을 지닌 우수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데는 매우 취약한 대학 시스템을 갖고 있
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산학연 협력에 있어서 1) 대학과 연구소로부터의 기술창업을 통한 산업
발전과 기술이전 체계가 발달한 미국이나, 2) 공공연구소와 민간기업간의 기술협력이 활발한 유럽
국들과는 달리, 대학 및 공공연구소로부터의 창업도 미흡하고 그것과 민간기업과의 기술협력도 미
흡하다. 하지만 공공연구개발예산의 배분에 있어 공공연구소와 대학으로 가는 비율이 70%를 넘
어선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공공연구개발의 성과의 이전 및 상업화를 통한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로
귀결되는 R&D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쟁과 기술혁신간의
관계는 단선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내시장의 산업 내 시장경쟁이 가속화됨으로써 우
리나라 기업들의 기술혁신활동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와 국내
시장 집중화를 통해 대규모화된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의 기술혁신활동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집단에 일원화되어있던 기술혁신의 역할이 기술전문 중소기업과의
보완적 관계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결론
성장잠재력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어 왔지만,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성장잠재력 제
고방안에 대한 논의는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R&D투자가 총요소생산성과 거
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시나리오 분석에 따른 미래 잠재성장률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실시
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최근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
고 있는 기술수준별 산업군에 대해서 R&D투자의 연구단계별로 그 효율성이 크게 차별화되어 있
다는 것은 학계에서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R&D투자의 총요소생산성 탄력
성이 기술수준에 따른 산업군별로 차별화된다는 연구결과는 이전사례가 없다. 부문별 현황과 문제
점에 대한 분석도 Amable(2003)의 논의의 분석틀을 차용하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R&D투자와
시장 제도적 환경에 따른 R&D투자의 효율성과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는데 과학기
술혁신정책에 큰 의의가 있다. 부문별 분석에 있어서도 시장경쟁과 기술혁신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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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전과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규모와 R&D투자활동 간의 상관관계가 변화하였으며 외환
위기 이후 기술중심형 벤처기업의 역할과 글로벌 대기업의 R&D투자활동이 급속하게 증대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발견이며 이로써 기업규모와 기업혁신활동 간에 inverted-U
shape이 아니라 U-shape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실증사례롤 국제적으로도 처음 보여주었다. 또한
금융시장과 기술혁신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혁신형 기업일수록 자금조달의 방법에 있어서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실증분석결과가 최근 이론과 더불어 영국사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러한 혁신형 기업의 자금조달패턴에 대해서 실증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정책제언
우리나라가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R&D투자의 확대와 효율성의
제고를 통한 기술혁신의 발전이 핵심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한편 R&D투자규모의
확대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역량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R&D투자규모를 확대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각각의 혁신주체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혁신 시스템 내에
서 활발한 혁신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혁신주체별로는 우리나
라의 대학과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R&D투자의 증대와, 2)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과학분야와
기초원천기술분야, 3) 산업별로는 전통제조업군과 서비스 산업군의 R&D투자 증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정부의 직접적인 R&D투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R&D투
자규모의 확대에 걸맞게 R&D투자가 상업화와 산업화, 기술확산으로 이어지는 R&D투자의 효율
성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R&D투자를 통해서 창출된 과학기술과 지식이 상업화와 산업
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혁신’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R&D투자의 효율성의 증대가 우리
나라의 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된다. R&D투자가 상업화로 이어지는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술확산 및 상용화 체계, 시장경쟁체계, 금융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책임연구원 : 이우성 부연구위원 | 기술경제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손수정
정승일
김병우
정지영
김수희
최정현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
|
|
|
|
|

기술경제연구센터
기술경제연구센터
기술경제연구센터
기술경제연구센터
기술경제연구센터
기술경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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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경제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비전
Science & Technology in the Future Economy and Society

이정원 / 손수정 / 이광호 / 임기철 / 최지선
2007. 1. 1 - 2007. 12. 31

☞ 키워드 ･
･
･
･
･

미래 전망
과학기술 비전
조화로운 사회
유비쿼터스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예측가능한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기회를 파악
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다.
본 연구는 미래 전망과 예측을 과학기술 예측과 연계하여 과학기술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
탕으로 과학기술 정책이슈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미래 경제사회의 주요 이슈인 글로벌화, 고령화 사회, 양극화, 디지털 혁명, 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한 현황과 전망, 정부 정책방향, 과학기술분야와의 관계, 과학기술정책 대응 방향
등 미래 경제사회의 주요 이슈와 이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과학기술 공급 측면에서 미래 과학기술 전망을 분석하고 미래 주요 이슈와 과학기술과의 연계성
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글로벌화, 고령화 사회, 양극화, 디지털 혁명, 에너지/환경 문제 등에 대
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정책 방향과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발전 비전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미래전망에 대한 메타분석과 Theme Map 분석, Social Network 분석 등을 통해 미래
경제사회 주요 이슈를 글로벌화의 진전, 고령화, 양극화, 디지털혁명의 지속, 에너지 위기 및 환경
문제의 극복으로 발굴하였다.
미래 주요 이슈들과 과학기술 간의 관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슈들과 전‧후방으로 관련성이 가장

제1장 2007년 주요 연구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Annual Report 2007 47

높은 과학기술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유무선통신기술, 신공정/제조기술, 질병예방 및
극복기술, 로봇기술, 교통물류기술 등이다.
미래 경제사회 주요 이슈들에 대해 우리들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할 때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은
‘조화속의 번영’이며, 이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없어지고 창의적 인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이러한 ‘창조형 혁신 경제로 문화 선진국가 구현’을 이끄는 과학기
술이 되기 위해서는 변혁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미래 한국 창조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과제는 ‘창조적 혁신경제 창출’의 원천인 역동성을 키우
고, 제도와 법 정비 및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숨어있는 성장률 1% 찾기’등이다. 또한
조화속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유비쿼터스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창조하기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은 개방성과 유연성 및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

▶ 책임연구원 : 이정원 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 손수정
이광호
임기철
최지선

| 기술경영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부연구위원 |
선임연구위원 |
부연구위원 |

기술경제연구센터
기술경영연구센터
기술경영연구센터
기술경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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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한 과학기술 활용방안
Linkage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Gerontechnology

조황희 / 서지영 / 이윤준 / 강희종 / 한웅규
2007. 1. 1 - 2007. 12. 31

☞ 키워드 ･
･
･
･
･

고령화
삶의 질
과학기술
고령친화
노인복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체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동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고령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인프라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고령사회 대비에 대한 국가적 정책대안 제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공급의 실질적 효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기술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해소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
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수요와 그에 상응하는 기술의 공급이라는 문제는 단지 기술의 연구개발
이나 제품의 생산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유통 및 서비스와 같은 영역을 포함하는 공급사슬
전 영역의 연계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계의 관점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수요와
기술의 개발과 산업적 생산, 서비스 및 유통 영역의 프랙티스가 어떻게 서로 상응 또는 불일치하
고 있는지를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결론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과학기술 연계는 시작단계로 현재 기초 데이터가 미비하여 사례 조사를 통
해 고령자의 수요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관련 기술 활용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한 수요혁신모형을 도출하고 사례조사에서 이 모형에 따라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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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요단계에서의 현황을 보면 고령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나 신체적 변화와
특성을 나타내주는 기초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하며 연구개발단계에서는 고령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과제 기획보다는 연구자들의 문제제기와 관심을 토대로 과제가 발굴되어, 수요와 개발이
분리된 상태이다. 또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둘째, 생산단계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이들 기업들은 부품 조달을 통한 조립이나
외국기업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의지와 여력은 없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단계에서는 시혜적 서비스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만 적극적 서비스를 위한 개념
이 태동하는 단계로 향후 구축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시행하는 부처와 연구개발과 산업을 지원하
는 부처들의 정책간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책제언
첫째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는 제도적 능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신체
기능변화의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필요하다. 이는 연구개발과 기업에서의 생산에 고령
자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고령화에 대응한 관련 연구역량 확충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구는 주로 신체노화의 메
커니즘과 질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와 더불어 일상적
인 의, 식, 주생활에 있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통’의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를 위해 (가칭)고령화대응연구프로그램과 (가칭)고령연구센터 혹은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셋째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수요 창출과 기반구축이다. 이를 위해 시장 확대를 위한 제
품정보서비스 제공, 대여시스템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제품의 품질향상과 신뢰도 향상을 위
해 시험 및 평가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조직 형성과 제 3자에 의한 인증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넷째는 시험 및 평가 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조직 형성,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실버마크
제도와 UD 확립 그리고 인증 체제 구축, 고령친화 기술 및 제품사용에 대한 컨설턴트 양성, 고령
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기반시설의 UD 강화가 필요하다. 이들 정책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부처간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관련 제도와 법의 규정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책임연구원 : 조황희 연구위원

| 기획조정실

▶ 참여연구원 : 서지영
이윤준
강희종
한웅규

|
|
|
|

전문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미래연구센터
기술경영연구센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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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최적 R&D 집약도 도출:
파레토 최적배분을 위한 탐색적 연구
Optimal R&D Intensity: Welfare Analysis

김병우
2007. 1. 1 - 2007. 10. 31

☞ 키워드 ･
･
･
･
･

지속적 경제성장
내생정 성장이론
최적 R&D
과소투자
외부효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을 지향하고 있으며 GDP대비 R&D투자 집약도 측면에서
2006년 3.22% 정도로 세계 상위권 수준의 안정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R&D투자비율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과연 효율적인가하는 우리 경
제의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내용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 구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R&D
자본의 최적 투자비율을 도출하였다.

- 총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
Y=A(N)F(K, L)
K: 물적자본, L:비숙련노동, N: R&D투자

사회계획자의 최적 집약도 s(SP)는 λ(중복효과 파라미터)의 증가함수이며 이에 대한 공적분벡터
검정에 따른 추정 범위 0.2∼0.3에 따를 때 3.3∼4.4%의 값을 지닌다. 연구 노력의 중복효과, 또
는 발등 찍는 효과(Stepping on Toes Effect)가 작을수록 즉, λ가 커질수록 분권화된 시장경제
는 R&D에 대해 더욱더 과소투자(Underinvestment)하는 경향을 띤다. λ값이 0.2에서 0.3으로
변화할 때 최적 R&D/시장 R&D 비율은 약 2에서 3사이의 값을 지님을 보여준다. 이가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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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부 부문의 R&D 활동을 도외시하면, 최소한 2배 정도의 R&D투자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론
2006년 현재, 3.22%의 R&D 집약도 하에서 정부 대 민간 R&D 비중은 23:77로 나타난다. 따라
서 0.74%의 R&D 집약도는 정부 부문에서, 2.48%의 R&D 집약도는 민간 부문에서 각각 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캘리브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실제 자유방임 하에서는 1.85%의 집약도를 보이는
민간 부문이지만 정부 부문 R&D의 파급 효과(보완성)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 0.63%만큼 집약도
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최적 R&D 집약도 3.3%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더 개입할 여지가 있는 비중은 GDP의 약 0.07~0.08% 포인트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정책제언
일반적으로, 민간의 R&D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혁신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을 활용한 정부의 직접적 R&D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로 기초연
구(Basic R&D)에 집중되며 이는 민간 R&D를 파급(보완)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신태영, 2004)
둘째, 민간 R&D에 대한 조세 및 금융 지원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계세율 및 실질금리를 낮추는
등 민간의 R&D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민간 R&D 활동에 정부가 보조금(Subsidy)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정부예산, 융자, 출연금
등 민간에 직접 이전되는 자원이다.
정부 활동이 민간 R&D투자에 미치는 탄력성을 분석한 신태영(2004, STEPI)의 연구를 보면, 장
기적으로 조세지원(0.899), 정부 R&D(0.247), 금융지원(0.182), 정부보조금(0,134)의 순으로 탄
력성 크기가 나타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최적 R&D 투입규모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R&D에 대한 조세지원과 정부의 직접적 R&D 활동을 우선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책임연구원 : 김병우 부연구위원 | 기술경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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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증권화(Securitization)를 위한 탐색연구
Study on IPR Securitization

손수정
2007. 1. 1 - 2007. 8. 31

☞ 키워드 ･
･
･
･

기술사업화
기술금융
기술유동화
지식재산증권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R&D투자의 성과가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이 상품화되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술 이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사회에 있어서 지식자산이 갖는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유체재산에 대한 유동
화방안으로 활용되던 금융기법이 최근에는 무체재산인 지식재산에도 적용되고 있다. 지식재산 유동
화는 유동성이 부족한 지식재산을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대상으로 가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로 저작권 분야에서 이용되면서 자금동원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그 범위가 산업재산권에
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증권화는 기업의 자금확보라는 기술금융측면만이 강조되는 것
이 아니라 개발 후 휴면특허로 남는 기술들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이라는 측면도 강조되는 것이다.
1990년 중반 지식재산권의 유동화 출현 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이를 통해 재무적 효율성
을 높이고 있다. 특히 바이오 및 IT산업 특허와 관련된 증권화 성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기술선진국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의 증권화 방안은 기술과 금융시장을 연계한
기법으로 기술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러한 지식재산의 증권화의 개념이해 및 특징,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 증권화를 위한 탐색연구로서 우선 자산증권화의 기본적 특성 및 내용 등에 대
한 설명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등의 유체자산의 증권화가 아닌 특허와 같은 무체자산의 증권화
를 위한 개념, 과정, 관련 인프라 등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증권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자금확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기
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이들과 증권화 간의 차별성
을 집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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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제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증권화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기술선진국의 지식재산
권 증권화의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등을 벤치마킹 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우리의 시장환경에서의 어려움을 찾고 이들이 갖는 문제점과 해결 필요성 등
을 제시하는 것을 전체 내용으로 한다.

결론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 증권화를 위한 탐색연구’로서 개념 및 시행과정을 이해시키고, 과정 중에 발생
하는 한계점 등을 미리 제시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보완 등을 유도하기 위한 과제이다.
지식재산권의 증권화는 보유 기술을 사업화 또는 개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을 민간 금융시장을 통
해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보유자와 자금 투자자 사이에 SPC(특수목적회사)가 개입하여 기술보유자로
부터 양도받은 기술을 투자자산으로 가공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
이다. 투자자들로부터 확보한 자본은 중간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기술보유자에게 기술사업
화 또는 개량 자본으로 지원한 후 향후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해당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가치와 함께 정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이들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관련 주체들의 기술과 금융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이라는 것이 갖는 시장가치 예측의 어려움, 미래시장의 불확실성, 모방의 위협 등의 한계
점으로 인해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행은 기존의 기술금융지원제
도와 차별성 없이 중복된 사업시행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술이 경제성장의 주
요 견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자본 동원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식재산의 증권화는 기술금융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정책제언
지식재산권 증권화의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가치와 시장가치를 평가하고 관련 주
체들의 기술 및 금융관련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개발 및 지속적인 개선 보완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 및 금융관련 이해도 증진은 단기적으로 해결가능하기 보다는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초
학습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도 제공되어야 한다.
▷ 적정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투자자산화
▷ 지식재산권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투자자산화
▶ 책임연구원 : 손수정 부연구위원 | 기술경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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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ies for R&D Investment

송종국
2007. 1. 1 - 2007. 11. 30

☞ 키워드 ･
･
･
･
･

R&D 보조금
R&D 조세지원
사용자비용
조세지출
재정정책효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기업의 R&D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
론 대기업간에 R&D투자에 대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투자
증가율의 둔화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재정지출의 확대 필요성과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재기되고 있어 기업의 R&D투자 유인을 위한 정부의 조세 및 재정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가 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R&D 직접보조금지원
과 조세지원의 효과를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R&D 재정지원정책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정부의 직접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에 대해 R&D투자를 늘이는 유인효과(Crowding in Effect)를 보
였고, 중소기업에 대해 R&D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 out)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R&D 보조금지원정책이 기업의 R&D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부의 R&D 조세지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조세지원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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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의 지원으로 제약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
지원 등 R&D서비스(Extension Service)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R&D투자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함께 R&D투자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
정부의 R&D보조금은 기초연구와 공공기술의 지원으로 제약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인프라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서비스(Extension Service)지원에 초
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R&D투자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함께 R&D투자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 책임연구원 : 송종국 선임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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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문화콘텐츠 서비스업의 혁신특성과 R&D 전략:
온라인게임산업을 사례로
Innovation Characteristics and R&D Strategies in Creative Service Industries:
Online Games in Korea

최지선 / 이지영 / 이승훈 / 하태정 / 홍유진 /
이영희 / 정진영
2007. 1. 1 - 2007. 12. 31

☞ 키워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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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문화콘텐츠
게임산업
서비스혁신
서비스 연구개발

연구의 필요성
최근 지식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적 정책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심층적인 서비스업 혁신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심층적인 서비스업 혁신연
구의 출발점으로서 지식서비스업 가운데에서 문화콘텐츠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지식서비스업의 한 유형이자 감성경제를 선도하는 문화콘텐츠 서비스업은 우리나라가 선도적 경
쟁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의 사례업종인 온라인게임산업은 세계 1위 상품이며 수출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정
부의 주요 육성대상 서비스업이다. 그러나 산업성장의 역사가 짧고, 오락산업적 성향이 강하며,
아직까지 산업의 절대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그 사이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보다 체계적
이고 학술적인 연구성과에 기초한 정책의 기획과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서비스업 혁신연구의 관점에서 온라인게임산업의 혁신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크게
네 가지 연구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서비스업의 혁신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연구계보와 최신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으로부터 본 연구에 적합
한 분석틀을 도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도출된 분석틀을 기초로 온라인게임산업의 혁신특
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온라인게임산업에 대한 혁신특성연구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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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단위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끝으로, 온라인게임산
업의 분석과정에서 얻어진 서비스업 혁신연구의 분석틀과 혁신특성 및 혁신전략수립방안이 다른
서비스업으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화두를 던진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4대 연구목적에 대해 9개의 세분화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해답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보고서는 서론, 선행연구고찰을 통한 분석틀 도
출, 연구의 본론, 연구의 결론의 4단 구성을 따르고 있으며,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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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첫 번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결과의 분석을 기초로 온라인게임산업의 혁
신특성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는 ‘온라인게임 서비스상품 구조도’를 창출하였다.
두 번째, 창출된 분석틀을 바탕으로 온라인게임산업이 보유한 혁신특성을 다섯 가지로 구체화하였
다. 5대 혁신특성은 국내 21개 대표 게임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1차적으로 파악되었으며 53개
게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5대 혁신특성에는 소프트혁신, 서비스상품혁신, (기
존기술)활용형혁신, 연속형혁신, 그리고 (부분적)개방형혁신이 포함된다. 온라인게임에서 소프트
혁신(Soft Innovation)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획, 마케팅, 운영, 프로세스/조직관리 등 제반 영역
에서 창출되는 ‘아이디어와 전략’을 중심으로 한 비기술적이고 역량중심적인 혁신이 중요함을 의
미한다. 서비스상품혁신(Service Product Innovation)의 특성은 온라인게임의 혁신에서는 내적
프로세스/조직관리에 관한 부분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품 자
체와 관련된 기술적/비기술적 혁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기존기술)활용형혁신
(Exploitative Innovation)은 온라인게임은 IT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첨단신기술의 탐구와 개
발보다는, 기존/구식 기술이라도 원하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최적화시
킴으로써 혁신을 창출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의미한다. 연속형혁신(Continuous Innovation)
은 온라인게임에서는 일단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도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과
진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은 온라인게임의 개발/운영과
정상의 혁신을 위해서 기업 간에 역할을 분담하거나 유저로 하여금 혁신을 창출하도록 한 것을 의
미한다.
세 번째, 심층면접에 포함되었던 국내 대표게임에 대해 주요 혁신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최종적으로 대표 MMORPG는 세 개의 그룹으로, 대표 캐주얼게임은 네 개의 그룹으
로 유형화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대표 MMORPG는 ｢기술선도형｣, ｢시장지향형｣ 그리고 ｢기획집
중형｣으로 그룹화되었다. 한편, 대표 캐주얼게임은 ｢기획집중형(문화수용형)｣, ｢시장지향형｣, ｢기
획/기술형(I): 기획/기술 조화형｣, 그리고 ｢기획/기술형(II): 지식축적형｣으로 그룹화되었다.
네 번째, 본 연구는 대표 온라인게임의 출시연도를 기준으로 혁신특성의 진화패턴을 분석하였다.
특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온라인게임은 지배적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외부성이 발현되
는 서비스상품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네트워크 외부성의 발현이 신규 게임의 혁신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표 MMORPG의 경우, 1998년 출시된 ｢리니지｣가 지배적 디자인의 위
치를 점하고 지금까지 시장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리니지｣의 뒤를 이어 온라인게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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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초기에는 ｢기술선도형｣ 게임의 시장성공이 두드러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지향형｣ 게
임이 그리고 다시 ｢기획집중형｣ 게임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기획집중형｣ 게임은 한
국형 MMORPG를 표방하며 기술퇴행적 속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편, 캐주얼게임의 경우 본격
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된 것이 2004년이므로 진화패턴을 파악하기는 여의치 않다. 하지만, 소프트
혁신이 점차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온라인게임에
서 네트워크 외부성이 발현됨에 따라 혁신지향적인 게임이라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게
되자 투입자원을 최소화하여 투입대비 시장성공을 거두려는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최근 5년간(2003년-2007년)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개 공공기관(한국게임산업
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시행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게임서비스상품의 혁신특성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정부R&D사업의 경우 주
로 게임콘텐츠와 관련된 신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R&D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프로세스
효율화 및 기존 기술의 활용의 촉진 그리고 비기술적인 소프트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D프로그
램의 비중은 낮았다.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정책제언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먼저, 연구의 분석결과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크고 중요한 정책제언은, 감성재이며 네트워
크 외부성에 기반을 둔 서비스상품으로서 온라인게임의 혁신특성에 부응할 수 있는 R&D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R&D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술R&D’에
서 ‘혁신R&D’로 전환으로 표현하였다. ‘혁신R&D’는 서비스상품의 내적/외적 혁신의 구현과 직/간
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지식창출활동으로 정의되며, 서비스상품의 고유한 혁신특성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R&D인 ‘혁신특성 강화형 R&D’ 와 혁신특성 강화형 R&D 만을 추
진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혁신의 속성별․영역별 또는 방법론적 불균형과 편향성의 문제점을 완
화하고 조화로운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혁신특성 보완형 R&D’로 나뉜다.
두 번째, 기술R&D에서 혁신R&D로 R&D의 개념/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병행되어
야 하는 것은, 연구, 개발, 생산 그리고 비즈니스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이다. 현재의 R&D

‘

’

가 사실상 신규 게임의 개발 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실질적인 혁신역량 파악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혁신형연구, 혁신형개발, 생산형개발,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기
준을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업계의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기초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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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의 개발/생산의 인력양성/투자가 아니라, 혁신역량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형연구’ 및
‘혁신형개발’ 인력양성과 투자확대를 위한 R&D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세 번째, 게임산업의 고유한 혁신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R&D의 개념과 범위
를 정립하며, 혁신형연구와 혁신형개발의 투자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혁신R&D 전문기획기관(기
능)의 설립을 제언한다.
[혁신R&D를 중심으로 한 정책제언 종합 모식도]
(What)

현재: 과소 추정

R&D범위
기술
R&D
성
향
지

화
강

신

혁

소프트
혁신

R&D내용
[정책제언 1]

서비스상품
혁신

(기존기술)
활용형
혁신

속

형

개
방
형

연속형
혁신

(Who with which function)
R&D기능/인력/투자 세분화

혁신
R&D

연

현재: 과대 추정

혁신형
연구
(SIR)

개방형
혁신

혁신형 생산형 비즈니스
개발
개발
(SB)
(SID) (SPD)
[정책제언 2]

[정책제언 3]

R&D시점/방식

추진주체: 혁신R&D 기획전문기관(기능)

(How)

현재: 비 고려

▶ 책임연구원 : 최지선 부연구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경영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이지영
이승훈
하태정
홍유진
이영희
정진영

연구원
상임이사
부연구위원
팀장
선임연구원
연구원

|
|
|
|
|
|

(재)한국게임산업진흥원 정책기획본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경영연구센터
(재)한국게임산업진흥원 정책기획본부
(주)리서치앤리서치
(주)리서치앤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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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산업의 혁신 유형 및 특성 분석:
모바일 콘텐츠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Innovation and Properties in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Focused on Mobile Contents

하태정 / 최지선
2007. 1. 1 - 2007. 12. 31

☞ 키워드 ･
･
･
･
･

서비스상품
이동통신서비스산업
모바일 음악콘텐츠
혁신패턴
혁신특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서비스업이 가진 이질성과 다원성에 비추어 각 업종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사전연구가 충
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요 서비스업에 대한 전 방위적 정책이 수립됨으로써 개별업종 단위 정책
실효성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식집약서비
스산업 중의 하나로 2006년 현재 매출액 규모 약 18조원으로 국내 GDP의 2.1%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산업의 서비스혁신 유형 및 특성 분석을 수행한다. 이동통신산업은 크게 음성
통화 및 부가서비스로 구성된 서비스부문; 기지국, 교환국 등으로 구성된 장비부문; 휴대폰, PDA
등의 단말기부문; 게임, 음악, 그림 등을 제작하는 콘텐츠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직접적인 분석대상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 곧 모바일 콘텐츠의 혁신
유형 및 특성에 관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동통신기술의 진화 과정 및 국내외 산업동향과 이동
통신서비스 산업이 기반하고 있는 이동통신산업의 구조 및 특성을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
통신서비스산업의 고유한 혁신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에 해당하
는 서비스상품구조의 개념 틀을 적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상품구조를 파악하기로 한다. 또한 이동
통신서비스 상품의 대표상품으로서 모바일 음악콘텐츠를 선정하고, 이들 서비스상품의 혁신패턴
을 분석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동통신서비스의 대표적 서비스 상품으로 선정하
고 분석을 수행한 모바일 음악콘텐츠 혁신특성을 정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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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바일 음악콘텐츠의 혁신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음악 콘텐츠의
혁신은 주로는 기존 서비스의 점진적이고 개선적인 혁신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통화연
결음 같은 급진적 혁신의 경우도 있지만, 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반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로
운 속성을 가진 서비스상품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음악콘텐츠 서비스상
품의 혁신은 기반기술의 혁신과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혁신패턴이 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둘째, 모바일 음악콘텐츠 제공자들의 기업역량 가운데 기획 및 마케팅 부분의 역량이 중요시 된
다. 이는 서비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과 차별화된 산업적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조업 혁신에서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의 혁신, 즉 공정혁신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으나 서비스상품의 경우는 무슨 서비스를 어떻게 최종 수요자에게 전달한 것인가가 중요하다. 서
비스상품이 기획, 유통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마케팅 역량이 모바일 음악콘텐츠 제공자들의 핵심
역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모바일 음악콘텐츠를 기획, 제작, 제공하는 데 최종 수요자의 니즈가 중요하다. 갈수
록 개인화하고 개성화를 추구하려는 최종 수요자들의 니즈에 기초해 기존의 단순한 기계음에서
벨소리로, 전자합성음 벨소리에서 원음벨소리로 전화신호음이 진화한 것은 최종 수요자의 니즈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모바일 음악콘텐츠의 혁신에서는 네트워크적 혁신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새로운 모바일 음악콘텐츠가 출현하기까지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 단말기 사업자, 솔루션업체
그리고 원콘텐츠 제공자들과의 협력과 공동의 혁신과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책제언
서비스상품의 혁신패턴에 대한 분석은 서비스상품내용이나 형식과 같은 1차원적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 혁신의 본질에 접근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속성(본 연구에서는 5가지 속성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음)을 대상으로 다차원
(Multi-Dimension)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책임연구원 : 하태정 부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최지선 부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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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 방안
How to Strengthen Industrial Innovation Capability by Inter-firm Cooperation

이광호 / 김종선 / 배용호 / 송종국 /
임채윤 / 서병선
2007. 1. 1 - 2007. 12. 31

☞ 키워드 ･
･
･
･
･

기업 협력
산업혁신
기술혁신
혁신역량
협력 유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요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은 과거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후발 추격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자체의 혁신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 간 협력에 의한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 간 협력은 IMD 조사에 의하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
고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업 간 협력과 기업의 기술혁신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기업 간 협력의 유형별 특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과 정책적 수단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된 제조업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 비중이 크고
관련 기업 수가 많은 자동차 산업과 전기․전자 산업이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기업 간 협력과 산업혁신과의 관계를 계량적 통계 분석에 의해 규명
하는 것과 기업 간 협력 유형에 따른 협력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의 분석을
위해서는 STEPI가 2005년 조사한 ‘기술혁신조사’의 Data Set을 활용한 계량모형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후자를 위해서는 기업의 내재적 기술혁신역량과 생산제품의 특성에 따른 분류 기준을 활
용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1298개의 분석대상 기업 중 기업 간 협력 경험이 없는 기업은 760개로 경험이 있는 538개 기
업보다 40% 가량 많아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 간 협력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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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산업별로 협력기업과 비협력기업의 분포는 유사하였다. 해외그룹의 국내계열사들과 국내기업
과의 협력 활동은 활발하지 못하여, 선진 해외기업으로부터의 기술 확산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
석되었다.
협력기업은 비협력기업에 비해 제품혁신, 공정혁신 모두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업
의 혁신활동과 협력이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협력기업은 비협력기업에 비
해 각종 조직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었으며, 조직혁신에 있어서 협력기업이 상당 부
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들을 계량 분석한 결과,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모두에 긍
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는 기업 연령, 연구개발 활동, 협력활동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내
재적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외부 기업과의 협력 활동이 기업의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기업의 협력활동에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들을 계량 분석한 결과, 기업 연령, 기업형태, 연구개발
활동, 발명에 대한 보상,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이 긍정적인 변수들로 분석되었다. 이때, 연구
개발 투자와 교육훈련이 증가할수록 협력활동이 늘어나는 결과는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확대될수
록 내부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개발 투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타 기업과의
협력 및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의 분석 결과와 연결
시켜 보면,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는 협력활동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혁신 성과를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 간 협력 유형은 기업의 내재적 혁신역량의 높고 낮음과 생산제품의 Integral, Modular 특성
에 의해 2×2 Matrix로 나타낼 수 있다.(인력 개발형, 생산성 향상형, 제품혁신 촉진형, 표준/특허
강화형) 첫째, 혁신역량이 낮은 기업이 인티그럴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인력개발형 협력은
혁신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자사 엔지니어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상위기업과 교육, 훈련을
매개로 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때 이루어진다. 둘째, 혁신역량이 낮은 기업이 모듈러적 범용 제품
을 대량 생산할 때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형 협력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투자
가 부진한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에 의해 원가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요 대기업과 경영혁신, 품
질관리 등을 매개로 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때 이루어진다. 셋째, 혁신역량이 높은 기업이 인티그
럴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제품혁신 촉진형 협력은 제품혁신에 의한 신제품 출시가 기업 생
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업들 사이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타 기업과 활발한 공동연구개발
을 통해 제품 설계와 아키텍처 혁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있다. 넷째, 혁신역량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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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모듈러적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발생하는 표준/특허 강화형 협력은 신제품 개발 주기가
짧고 국가/기업 간 경쟁구도가 발달한 가전, 디스플레이, 휴대폰 관련 대기업들 사이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표준 선점에 의한 시장 주도권 확보와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결론
기업 간 협력 활동은 기업의 제품혁신 및 공정혁신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지만, 실제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 간 협력 활동은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기업의 적극적인 연
구개발과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협력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적 역량 개발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사례연구 결과에서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속성과 혁신역량에 따라 협력 수
요가 달라지고 기업이 속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협력 형태도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정책제언
현재 정부 정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보다 폭넓은 범위의
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적 역량과 생산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혁신역량이 취약하고 인티그럴적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엔지니
어의 역량 개발을 위한 수요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지원이 필요하다. 혁신역량이 낮고 모듈
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공정혁신과 품질개선을 위한 전․후방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촉진
하고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협력 지원이 필요하다. 혁신역량이 높고 인티그럴적 제품을 생
산하는 기업에게는 제품혁신과 사업다각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
이 필요하다. 혁신역량이 높고 모듈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공동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와 관련 시장에 대한 다양한 특허분석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책임연구원 : 이광호 부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김종선
배용호
송종국
임채윤
서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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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유형에 따른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방안
A Study on the Promoting Methods for Innovative SMEs Based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ypes

김종선
2007. 1. 1 - 2007. 11. 30

☞ 키워드 ･
･
･
･
･

기술혁신
중소기업
혁신유형
경영성과
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혁신주도형 경제의 심화 속에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혁신형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이 혁신기업과 비혁신기업의 이분화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혁신형 중소기업 내의 많은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맞춤형 육성정책 수립에 효율적인 정보제
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보다 세분화시켜서 각각의
유형들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중요한 성공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맞춤형 육성정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활동 차이가 기업의 혁신결정요인과 시장에서의 경영성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혁신활동의 차이는 기술의 창출 및 흡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
에 따라서 전략형, 준전략형, 수정형, 수용형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 그룹들 간에 혁신
요인들과 경영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그룹 간의 서로 다른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유
형 내에서 매출액의 차이에 따른 혁신요인의 차이점들을 분석하여 각 유형별로 기업의 성공혁신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우선, 각 혁신유형별로 혁신활동을 살펴보면 전략형 기업은 다양한 혁신목적을 가지고 활발하게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스타일인 반면에, 다른 기업들의 기술 모방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전략형 기업은 어느 정도의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외부정보를 중요시하지 않
는 정보고립형 가능성이 있었다. 수정형 기업은 기술개발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 주로 외부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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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모방을 통해서 혁신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형 기업은 느린 시장환경에서 주로
외부기업 주도 하에 혁신을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혁신유형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과 같은 경영성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혁신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혁신을 하는 경우가 비혁신형 기업들의
경우보다 영업이익 면에서 유의미하게 좋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유형별로 매출액이 높은 기업군과 낮은 기업군의 혁신요인의 차이를 통해서 성공혁신요인들
을 살펴보았다. 전략형 기업의 경우는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높은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많은 혁
신성과를 내고 있으며, 민간기술의 획득 및 정부제도 활용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전
략형의 경우 매출액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원 역량을 바탕으로 주로 개선제품의
기술혁신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형의 경우 성공기업은 빠른 시장환경 속에서 외부 환
경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형의 경우는 성공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인적자원의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유형별로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략형 기업은 활발한 혁신활동
을 통해 성장하는 스타일인 반면에 시장에서의 모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준전략형은 주로 개선제품위주의 혁신활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반면 정보 면에서 고립된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다. 수정형은 자체 혁신역량이 낮은 반면, 빠른 시장의 변화 속에서 수요 변화에 대응
하는 역량이 있는 경우 성장하는 스타일로 사료된다. 수용형은 주로 수요 대기업의 혁신활동 방향
에 이끌려 가는 스타일로, 수요 대기업의 혁신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성장하는 스
타일로 보여진다.
이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성장요인도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맞춤형 육성정책에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제언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영성과가 관련이 있는 것을 숙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속

제1장 2007년 주요 연구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Annual Report 2007 69

적으로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각 혁신유형별로 차별적인 육성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
전략형 기업들을 위해서는 활발한 혁신활동을 지원 및 독려하면서, 기술개발의 권리를 좀 더 보
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준전략형 기업은 정보의 고립화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지원하고, 자체 혁신역량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서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수정형의 경우는 수요대응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 인적 역량의 강화와 해외시장의 접목을 통
한 기술능력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용형의 경우는 수요대기업과 연계된 혁신 활동
강화와 기업 내부의 기술흡수 능력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혁신유형의 성공그룹들에서 나타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고려할 때, 인적 자원의 개발 프로
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 책임연구원 : 김종선 부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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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동향과 시사점
Bioenergy R&D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안두현 / 정교민 / 김민화 / 신 율
2007. 4. 1 - 2007. 11. 30

☞ 키워드 ･
･
･
･
･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고형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바이오에너지 도입의 확대는 고유가 시대의 국가 에너지 안보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
출량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책에 기여할 수 있으며 농가의 대체 소득원으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
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바이오에너지
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바이오에너지
의 도입 확대를 위해 어떠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시급히 추진해
야 할 연구개발 방향과 과제가 무엇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연구개발 투자 동향, 미국과
한국의 특허 동향을 살펴본 후 국내에서 바이오에너지 도입의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지원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산업을
수송용과 전기생산/난방용으로 구분하여 미국, 유럽, 일본, 브라질, 중국 등 주요 국가와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동향 및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가치사슬에 근거하여 기술을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미국과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분야 특허 분
석을 통해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바이오에너지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내에서 이
용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종류 및 자원 잠재량을 정리하여 그 잠재력을 확인하였으며 그 다음 바이
오에너지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할 요인들 즉, 바이오에너지의 정책효과, 자원의 공급 안정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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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해결해야할 당면과제와 시사점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검토 자료를 근거로 국내의 경우 고형바이오연료와 바이오에탄올
의 개발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결론
국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중요한 바이오매스는 산림바이오매스와 농업부산물인데, 농업부산물은
축산과 사료 등 타 용도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어 작물 개량을 통한 에너지작물을 경작하기 위
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한 바이오매스 자원 잠재량이 적으나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기존에 산
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에서 산출되는 바이오매스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등 국
내에서 산출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폐지, 폐목재, 산림바이오매스 포함)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활
용한다면 국가적으로 최대 14억 달러의 원유 도입 감소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최대 1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
바이오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국가 기본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는 한미 FTA 체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가의 대체작목으로서 에너지작물의 보급을 증대시키
는 한편, 장기간의 연구개발 노력이 없이 바이오에너지의 보급이 가능한 목질계 고형 바이오연료
(우드 펠릿, 장작 등)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형 바이오
연료는 유럽과 미국에서 바이오연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경제적으로 경쟁
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료이기도 하며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바이오에너지 R&D는 농산품 및 식품과 경합이 되지 않는 목질계 바
이오매스의 활용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데, 한국도 목질계 바이오매스 중심의 연구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 기술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적 관점에서의 융합 연
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 책임연구원 : 안두현 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정교민 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김민화 부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신 율 연구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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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성장 요인 분석: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Growth of Korean Firms: Focusing on Technological Innovation

김석현
2007. 4. 1 - 2007. 11. 31

☞ 키워드 ･
･
･
･
･

성장회계
슘페터
기술혁신
외환위기
기업성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성장은 고속성장에서 정체 또는 쇠퇴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화의 근저에는 기업의 기술혁신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어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혁신노력이 제반 기업의 조건(연륜과 역량, 규
모 등)에 영향을 받고 있어 이러한 조건들이 기술혁신노력에 끼치는 영향도 실증적으로 분석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혁신노력이 기업의 성장에 끼치는 영향과 그러한 기술혁신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경영의 조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지식기반경제 또는 혁신주도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경제성장과 자본투자는 외환위기 전에 비해서 둔화했지만 연구개발투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본 연구는 자본투자와 고정자본투자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외환위기 전 후로
구분하여 분석 비교한다.
분석대상은 거래소와 코스닥의 상장기업들이며 분석기간은 1992년부터 2006년이다. 분석기간은
1992-1997, 1998-2002, 2003-2006의 세 시기이며 각 시기의 기간평균 매출규모증가율과 고
용규모증가율, 고정자본투자집약도와 연구개발투자집약도 등이 주요 분석지표이며 각 시기의 횡
단면 계량경제분석의 추이를 비교분석한다. 각 시기의 횡단면 분석은 두 단계(Two stage least
sqaure=2SLS)로 이루어진다. 먼저 첫째 단계로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기업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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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는 슘페터가설에 기반하며, 다음 단계로 성장회계를 응용하여 기업의 성장 요인을 분석
한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연구개발투자가 기업규모와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슘페터 가설에 반대된다.
둘째, 정책대상유형변수와 관련해서는 특히 벤처기업 더미에 대한 효과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반
해 총출제 기업 더미(FTgroup)와 상출제 기업 더미는 유의미한 계수값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연구개발투자집약도에 대한 계수와 고정자본투자집약도에 대한 계수의 크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이제 연구개발투자가 고정자본투
자에 비해 보다 효과가 큼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개발투자가 매출액 증가에 끼치는 영향도 커지지만 고용 증가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 보
다도 더 큰 폭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가 고용에 끼치는 영향력이 고무적인 반면 고정자본투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고정
자본투자가 고용의 증가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1)고정자본 투자
가 노동절약적인 성격이 있거나, (2)적어도 기업의 성장(고용 지표의 관점에서)에 대한 동인으로
서 고정자본 투자가 갖는 영향이 적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해석은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성장 동인이 고정자본 투자에서
연구개발 투자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해본다.

결론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은 생산방식에서의 구조적인 변화 또는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
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패러다임 쉬프트에는 (1)기술적 요인과, (2)기업생태계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양자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먼저 (1)기술적 요인과 관련하여, 외환위
기 이전에 기업의 성장동인이 고정자본이었다면 이후에는 연구개발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다음
으로 (2)기업생태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이 탄생했고 성장하고 있으며 한편
으로는 도태되어가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거시 경제적으로는 양호한 경제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미시 경제적으로는
고용불안, 소득격차 확대와 같은 어두운 면을 모두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한국의 기업
생태계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데서 설명할 수 있다. 총출제 기업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표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핵심기술 획득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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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내가 아닌 세계시장을 주무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에 자본투자와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급속하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나, 그만큼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기여는 낮아졌다. 벤처로 대표되는 중
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는 고용에 보다 많이 기여하였지만 이들 기업이 규모나 수에서 한국경제에
서 차지하는 위상은 아직 작다. 한편으로 양자 사이에서 양자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중견 대
기업들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투자, 고용, 연구개발 모두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정책제언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부분적인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그 목표를 달성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서고 있지는 못하고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대기업들은 그러한 경영능력에 기반하여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또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고정자본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험적인 연구개발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성장이 정체되는 중견 대기업들은 일정한 규
모를 갖추고 있어 모험적인 도전을 하기도 어렵고 또한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경영능력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재적 상황이 중견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못하고 관망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력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 책임연구원 : 김석현 부연구위원 | 혁신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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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Innovation Strategy for Service Industry through the Combination of Technology and Service

장병열
2007. 4. 1 - 2007. 11. 30

☞ 키워드 ･
･
･
･
･

기술과 서비스 결합 모형
서비스 표준화
프로세스화
자동화
서비스 R&D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서비스 산업은 미래 유망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 서비스 산업은 무역수지적자 확대,
낮은 GDP 비중, 낮은 노동생산성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과 서비스의 결합 관점에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첫째, 기술과 서비스 결합 모형의 제시를 통
해 서비스 혁신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정립하고, 둘째, 서비스혁신을 위한 국내 서비스 R&D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셋째, U-Health 서비스 산업과 인터넷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서비스 산업 혁신과 관련된 해외 선진국의 정
책사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시된 기술과 서비스 결합 모형을 토대로 기술과 서비스의 결합
을 통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에 대한 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의
틀로서 새로운 서비스 개념(New Service Concept), 새로운 서비스 전달 시스템(New Service
Delivery System), 새로운 고객 인터페이스(New Client Interface) 개념을 한 축으로 하고, 기술
혁신(Technology Innovation), 비즈니스 모델 혁신(Business Model Innovation), 사람/사회 혁
신(Human/Social Innovation)을 다른 축으로 한 기술과 서비스 결합 혁신 모형을 설정하였다.
새로운 서비스 개념, 새로운 서비스 전달 시스템, 새로운 고객 인터페이스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며, 다른 한축인 기술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람/사회 혁
신은 새로운 서비스 개념, 새로운 서비스 전달 시스템, 새로운 고객 인터페이스 과정 상에서 이를

산업혁신정책부문

76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Annual Report 2007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람/사회 혁신을 의미한다.
3장에서는 국내 서비스 R&D 현황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서비스 R&D 중 공공부
분 현황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KORDI) DB에 수록된 정부 연구
개발 과제 중 2005년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인 서비스 R&D 과제는 전체 국가
연구개발과제 30,425건 중 155건, 전체 정부 투자 연구비는 약 801억원, 민간투자 연구비는 300
억 원으로 총 투자연구비는 1101억 원으로, 이는 전체 국가 연구개발과제 30,425건의 0.5% 전체
정부 연구비의 약 1% 수준으로 서비스 R&D는 미미하였고 구조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국내 서
비스 R&D 중 민간부분 중 국내 대기업의 서비스 R&D 현황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한국상장사
협의회 DB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94년에서 2006년간 전체 서비스업종의 평균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0.64%로 제조업의 1.70%에 비교해 보았을 때 38% 수준이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의 전체 R&D투자 대비 업종 R&D 비중 비교분석한 결과는 R&D투자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R&D
비중이 모두 합해도 6.98%에 불과해 제조업의 93.2%에 비교해 보았을 때 제조업의 그것에 비해
7.5%에 불과하였다.
4장에서는 기술과 서비스 결합 사례로서, U-Health 서비스 산업(4장1절)과 인터넷 비즈니스 산
업(4장2절)에 대해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U-Health 서비스는 크게 질병의 치료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Healthcare 형과 개인의 건강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Wellness 형으로 나
뉘어 질 수 있다. 또한 Healthcare 형은 U-Hospital(병의원) 형과 U-Home, Mobile Healthcare
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 서비스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IT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
이 강하며, 경제적으로는 미래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웹2.0과 롱테일 현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과 서비스 결합의 혁신 모형을
U-Health 서비스의 3가지 형과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론
결론적으로 5장에서는 해외 선진국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전의 분석과
조사를 토대로 기술과 서비스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기술과 서비스 결합 모형을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정책방향은 기술과 서비스 결합 모형을
활용하여 기술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모형의 횡축 즉 기술혁신, 비즈니스 모델혁신, 사람/사회 혁신의 관점에서는 기술과 서비
스의 결합을 위한 서비스 R&D 프로그램 방향으로 새로운 서비스 혁신 R&D프로그램(제5장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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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조업 중심 법제도의 서비스로의 균형 전환(제5장4절)이 도출되었다. 둘째는, 모형의 종축 즉
새로운 서비스 개념, 새로운 서비스 전달 시스템, 새로운 고객 인터페이스 측면의 서비스 프로세
스화, 표준화, 자동화로서 이를 통해서는 제조업 노하우의 서비스 적용과 우수사례 확산 정책(제5
장4절)이 도출되었다.

정책제언
현재 서비스 R&D에 대한 필요성 측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
간 대기업에서 서비스 R&D에 대한 수준은 낮은 상태이며, 서비스 R&D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
략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과 서비스 결합 모형을 통해 서비스 R&D에 대한 정책
방향을, 1)산업 서비스 R&D 프로그램과 기초서비스 R&D 프로그램의 구분, 2)기초서비스 R&D
프로그램, 3)산업 서비스 R&D 프로그램, 4)서비스 하이브리드(Hybrid) R&D 프로그램 등으로 제
언하였다. 또한 기술혁신을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는 그 지원의 대상을 명시
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어,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제조업 중심의 혁신제도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지원 할 수 있
는 혁신제도로의 제도적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술개발촉진법관련 산업발
전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이노비즈 인증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제조
업의 표준화, 프로세스화, 자동화와 관련된 노하우를 서비스 산업에 적용하는 정책과 서비스 혁신
관련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정책,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수출산업
화 정책을 제언하였다.

▶ 책임연구원 : 장병열 부연구위원 | 미래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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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이론적 보상 모형
A Theoretical Model of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이재억
2007. 4. 1 - 2007. 11. 30

☞ 키워드 ･
･
･
･

직무발명
보상모형
보상기준
보상배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경제는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양적 성장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질적인 성장
패러다임의 정착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급 지식 근로자는 새로운 성장의 첨병
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직무발명은 기술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발명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 관련법들을 단일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성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핵심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개정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향적으로 수
용하여 진일보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러나 보상기준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도 역시 객관적인 보상기준의 마련에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보상과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그 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보상배분기준을 제시
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직무발명제도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직무발명제도의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직무발명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단일법에서 통일적, 체계
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으로 이관하였다. 둘째,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였다. 셋째, 직무발명 통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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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그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사용자가 승계여부를 미
통지하는 경우에는 종전법상의 자유발명 간주효과를 부여하였다. 다섯째,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합리적 절
차에 의해 보상이 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하며, 기준이 없는 경우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의 출원유보요건을 완화하고 보상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의 문제점은 정당한 보상액의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소송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규정을 두어 보상을
유도하고, 관련 법적 소송의 여지를 축소해가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정당한 보상
규모의 산정을 위해 기업 내부 회계정리 등의 관리를 유도해야 하며 보상 규모에 대한 약정은 사
전적으로 체결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정 분쟁 시 적절한 해결장치가 결여
되어 있으므로 독일법과 같이 중재위원회(Arbitration Board)를 설치하여 신속한 문제해결을 유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안하기위해서 제4장에서는 여러 판례들을 통해 보완점을 살펴보고 보상모형
을 제시하였다. 실제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발명에 대한 사용자와
발명자의 상대적 공헌도 및 발명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의 경제
적 효과를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부분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경제논리
에 입각하여 사용자와 발명자 간의 배분비율 결정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원리 하에 이외
의 유형에 대해서도 기본원리가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명진흥법의 개정을 계기로 개정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정당한 보상금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서는 경제학적 논리에 입각하여 사용자와 발명자 간의 배분비율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상배분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합리적 보상을 위한 종착점이라기보다 새로운 시
발점으로서 향후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책임연구원 : 이재억 연구위원 | 기술경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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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모듈화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동향
A Review on Modularity and Global Innovation Network

김석관
2007. 8. 1 - 2007. 12. 31

☞ 키워드 ･
･
･
･

모듈화
아키텍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부 업종에서 시작된 제품, 공정, 개발 과정의 모듈화가 전체 제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생산 뿐
아니라 기술개발과 혁신도 아웃소싱하는 현상이 많은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아웃소싱이 해외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생산과 혁신에서의 글로벌 분업 구조가 강화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나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생산 및 기술개발의 외주화, 글로벌 분업,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 현상은 기업 조직, 가치 사슬,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산업, 국가 단위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혁신의 모듈화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검토
하고 정리함으로써 이후 정부 차원의 산업혁신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1. 모듈화에 관한 초기 연구
최근에 제품 아키텍처(Architecture)와 모듈화(Modularity)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데, 논의는 주로 제품 아키텍처의 모듈화에 따른 기업 내 조직 변화의 문제와, 모듈화된 제품 구조
를 매개로 하는 조직간 협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품 아키텍처와 모듈화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모듈화가 가져오는 효율성에 주목하였고, 제품의 모듈화가 조직의 모듈화로 연계되고, 나아
가서는 시장 모듈화로 발전하여 기업 간에 혁신의 분업 구조와 혁신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이들 초기 연구는 모듈화의 효율성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모듈화를 모든 산업이
지향해야 할 효율성의 목표로까지 생각하거나 제품 아키텍처가 통합형에서 모듈형으로 발전하는 것
을 산업 진화의 정점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2. 모듈화에 대한 최근 연구
보다 최근에 나타나는 연구들은 초기 연구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품의 모듈화에 수반되는 통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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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제품 모듈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 차원에서는 통합 및 조정의
필요성이 남아있어서 조직까지 모듈화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Chesbrough는 "Dynamic, Cyclical Model of Modularity"를 주창하면서, 제품의 모듈화는 산업
진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정점을 향해 가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제품
아키텍처가 변화될 때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주기적 사건임을 지적하였다. 한편, 일본 자동차 산업
전문가인 후지모토는 전체 산업을 Integral형과 Modular형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유명
한데, 그는 모듈화가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아키텍처를 제품 아키텍처, 공정 아키텍처, 개발 프로세스의
아키텍처로 구분한 바 있다.
3.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및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 이하 GPN) 논의는 동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
국이 선진국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는 연구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리학이나 정치학에서는 글로벌 상품사슬(Global Commodity Chain, 이
하 GCC)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역시 GPN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혁신 연구
분야에서 GPN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Ernst와 김인수 교수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연
구는 주로 GPN을 통해 선진국의 지식이 개도국으로 전파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기술혁신 역량
이 축적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PN과 달리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Global Innovation
Network, 이하 GIN)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GPN이 생산 수준에서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지칭
한다면 GIN은 주로 생산의 전 단계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단계에서의 네트워크를 지칭하는데,
GPN이나 GCC와는 달리 GIN은 상대적으로 자주 언급되지는 않는 표현이고 GPN이나 GCC처럼 하
나의 학문적 용어로 정착되지도 않은 표현이다. GPN 관련 문헌에서 GIN이라는 표현이 일부 나타나
기도 하지만 이는 GPN의 연장선상에서 GPN에서 파생된 하위 개념 정도로 제시되는 것이다.

결론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
GIN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GIN이 GPN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개도국의 기술 역량 발달로 생산 단계의 협력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혁신 단계의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GIN은 개도국이 GPN을 통해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독자적인 혁신 주체로까지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가 필요한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 책임연구원 : 김석관 부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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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환경규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의 정부주도형 경제로부터 시장주도형 경제로 변화하면서 시장자율성 원칙과 함께 규제완화
(Deregulation)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실제로 지난 10년간 규제개혁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러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체제(Regulation System)가 제도(Institutional System)의 일부로서 국가혁신
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대기업집단규제와 금융규제, 지식재
산권 규제, 환경규제 등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기업의 기술혁신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
한다.

주요 연구내용
과거의 발전주의적 규제체제(Developmental Regulation System)는 1998년 이후의 시장개혁에
따라 시장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규제체제(Liberal Regulation System)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규제체제 변화는 기업들의 기술혁신 행동에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주주자본주의
적 방향의 대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 규제는 기업들의 기술혁신 투자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바젤규제 등 새로운 금융규제의 일부 역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금리규제
완화와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규제는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규제의 강화는 환경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결론
규제체제의 변화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모든 규제완화(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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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규제강화(Reregulation)가 기술혁신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
의 완화 혹은 강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내재한 방향성과 가치(Values)이다. 기술혁신 그 자
체가 규제체제에 판단에 있어 하나의 가치로서 도입되어야 한다.

정책제언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의 규제의 강화보다는 상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신설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바젤2 등 새로운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는 방향의 금융감독 정책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며, 또한 환경규제의 전체 틀에 있어 기업의 환경
기술 개발능력 강화의 관점이 도입되어야 한다.

▶ 책임연구원 : 정승일 부연구위원 | 기술경제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손수정
김병우
이우성
장병열
유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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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준(Accrual Basis)에 따른 상장기업 연구개발
투자 분석
A Study on Industrial R&D Investment on Accrual Basis

박동배 / 김현호 / 정태만
2007. 1. 1 - 2007. 11. 30

☞ 키워드 ･
･
･
･
･

R&D
연구개발비
R&D집약도
R&D Scoreboard
R&D투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이제는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
여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으로 기업 R&D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의 비목
별 연구개발비와 기술개발활동, 특허취득 등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증권거래법에의 의해 강제되고 있는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R&D투자에 대한 통계․분석은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지출기준(Expenditure)에 의해 측정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왔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는 객관성 있고 신뢰성 높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기반인
발생기준(Accrual Basis)에 따라 기업의 R&D투자를 분석하여 국제적으로 비교가능성 높은, 시의
적절한 R&D투자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하고 연구의 배경, R&D투자 측정 기준의 비교, 한국 2006년도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분석, 기업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의 국제 비교, DTI가 선정한 세계 기업 연구
개발투자 상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향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연구개발투자의 분석내용은 먼저 R&D투자의 측정기준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산업
별, 기업규모별, 비목별 연구개발투자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상장유형별로 연구개발투자를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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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06년도 상장기업 중 제조업의 총연구개발비는 15조 297억원으로 전년도 14조 18억원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R&D투자는 전년대비 6.80%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은 16.07%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R&D투자는 총투자의 6.3%에 불과하였다.
상장기업의 2006년도 전체 연구개발집약도는 전년대비 0.01% 포인트 증가한 2.33%로 나타났으
며, 2004년도에 전년대비 0.24% 포인트나 증가한 것에 비해 2005년도, 2006년도의 R&D집약도
의 증가폭은 매우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2006년도 R&D집약도가 2.34%(2005년도 2.35%)로 전년대비 0.0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R&D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
첫째,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해 보다 빠른 연구개발비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측정기준별 연구개발비 정보의 상호 보완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성
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 재무제표를 이용한 다양한 통계와 지표의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제품별 연구개발비 정
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결정에 유용한 통계․지표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R&D데이터의 유지․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책임연구원 : 박동배 부연구위원 | 기술경제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김현호 부연구위원 | 기술경제연구센터
정태만 소장
| (주)대상 중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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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기술혁신활동 및 생산성 비교분석
Analysis on R&D Activity and Productivity by Firm's Exporting Status

김현호
2007. 1. 1 - 2007. 10. 31

☞ 키워드 ･
･
･
･

수출
R&D
DEA
Dynamic Programming Methods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경제가 짧은 기간 안에 고도의 경제성장과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 통신 등 첨단 부문에
서 높은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게 된 원인은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화 정
책과 더불어 무역을 통한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종업원 10인 이상의 한국 전체기업 중 75%이상 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은 마치 기업의 성장측면이나 생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뒤쳐지
는 기업으로 여겨지는 형편이다. 따라서 수출여부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
구를 통하여 생산성 증가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기업을 수출시장 진입과 퇴출의 행태에 따라 4개의 소그룹(Export, Nonexport,
Entrant, Quitter)으로 나누어 각 생산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차이의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업의 수출시장 진입(퇴출) 결정에 관한 동
태적 프로그램 모형(Dynamic Program Model)을 제시하고 주어진 파라미터 값을 이용하여 수리
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한국신용평가정보가 제공하는 KISVALUE
를 이용하여, 총 1706개의 코스닥 및 상장 기업에 대한 9년간(1998년~2006년)의 데이터를 이용
하여 수출과 생산성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우선 기업의 생산성 및 한계비용의 자료를 유추하기 위
하여 평균변동비용(Average Variable Cost)과 노동평균생산성(Labor Average Productivity)을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한다. 그리고 각 변수를 시간(기술변화), 산업효과, 기업별 나이, 그리고
자본스탁에 대한 효과를 제어하여 구해진 잔차(Residual)를 이용하여 기업의 한계비용과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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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본다. 더불어 각 기업별 R&D투자규모와 총이윤과 총생산량을 비교 분석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추정법인 포락선분석(Data Enveloped Analysis, 이하 DEA)기법을 이용하여
수출기업의 규모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출시장 참여시점을 기준으로 년도간의
기업의 생산성 변화(Productivity Changes)를 측정하고 이를 세 가지의 변화요인 - 효율성의 변화
(Efficiency Change), 기술진보(Technological Change), 자본스톡의 변화(Change of Capital
Accumulation)로 분해(tripartite decomposition)분석한다.

결론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Exporter의 생산성이 Nonexporter 보다 높긴 하지만 크게 차이
가 나진 않았다. 오히려 수출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Entrant의 생산성이 전입시점을 기준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난다. 이와같이 수출시장 진입 이전부터 생산성(한계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락)
하는 것은, 수출 전에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수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시장선택이론
(Market Selection Hypothesis)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Quitter가 수출시장 퇴출
전에 일시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수출시장에 대한 이력현상(Hysteresis)이 그 원인
으로 파악된다. 결국 Quitter는 수출시장 퇴출 후에 생산성이 점차 Nonexporter의 수준으로 수렴
해 가고, Entrant의 경우는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생산성의 향상이 지속되다가 점차 생산성이 하락
하며 Exporter의 수준으로 수렴해 간다. 셋째, 그룹별 R&D투자 행태는 그룹별 생산성의 변화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Entrant의 높은 생산성은 진입 전과 후에 높은 규모의 R&D투자를 지속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R&D 투자의 지속은 그 생산성이 Exporter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도 늦출 수 있
다. 또한 Quitter의 퇴출 전 일시적인 생산성 상승효과도 Quitter의 투자규모의 상승 때문으로 파
악된다. 넷째, 총이윤은 Exporter가 Nonexporter보다 높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Exporter
와 Nonexporter와 같이 수출시장의 전이(Transition)가 발생하지 않는 그룹은 안정적인 이윤규모
를 유지한 반면에, 수출시장의 전이가 발생하는 그룹(Entrant와 Quitter)에서는 이윤의 불확실성
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 다섯째, 기업 크기의 대리변수(Proxies)로 자주 사용되는 총매출을
그룹별로 비교하면, Exporter가 가장 규모가 컸으며, 그 다음이 Nonexporter, Entrant, 그리고
Quitter 순이었다. 특히 Entrant의 매출은 진입 후 완만한 상승을 보였으며, Quitter의 경우는 퇴
출 이전부터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여섯째,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 생산성의 원인은, 수출기
업이 시장진입 이전부터 적극적인 R&D투자를 지속하는 자기선택적인(Self Selection) 생산성 향
상을 도모한다는 점이며 그 결과 생산량 증대에 따른 자본축적의 상승이 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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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수출로 인한 학습효과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정책제언
주요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수출시장 진입 전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
하다. 수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수출시장 진입 전에 그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업들이 R&D투자
규모를 증대 시킨다 하여도 기업의 흥망성쇠는 기업별 수출시장 참여 상태에 따라 구별하여야 한
다. 셋째, 수출시장 참여에 변화를 가져오는 기업들은 이윤의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나므로 일정
기간동안의 수출시장 참여기업에 대한 이윤의 안정성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넷째, 수출기업과 내
수기업의 생산성의 주된 원인이 R&D투자를 통한 자기선택적인 결과이므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 책임연구원 : 김현호 부연구위원 | 기술경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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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반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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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과 우리의 발전과제
The Evolution of Public Research Systems of Major Countr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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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 강영주 / 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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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시스템
변천과정
선진국
한국
발전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확산, 교육이 국가발전 및 국제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전세계적
으로 과학기술을 연구, 교육하는 기관 및 이들 기관간의 관계‧활동(즉 연구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로 이루어지는 공공연구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발전 과정을 분석하여
선진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배우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내 공공연구시스템을 선진화시키기 위
한 발전과제들을 제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선 공공연구 및 공공연구시스템의 개념, 범위, 유형 등을 살펴보는 동시에 국내외 기
존 관련연구들을 고찰하여 분석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 그 다음 본 연구는 구축된 분석의 틀에 따
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공공연구시스템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
지를 분석하고, 각 국가들의 공공연구시스템의 특징 및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그 다음 본 연
구는 각 국가들의 공공연구시스템의 특징들을 종합하는 한편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나라 공공연구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발전과제와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결론
분석 대상 각 국가들의 공공연구시스템 및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과정에 유사점들과 특징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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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었으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
해서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공공부문 R&D비중/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대학과 국공립연구소 연계가 우리나라보다 강하며,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독일과 영국의 경우 공공연구소들에 대해 연구회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공연구소의 민영화 등 격심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영국이 격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시절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그런 종류의 구조조정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국공립연구소들은 민간기업들이 담당하지 않는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연구소들이 주
류를 이루고 대학이 상대적으로 연구를 많이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잘 발전된 산업기술
기반을 고려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공립연구소들의 연구 초점도 산업기술과의 협력 비중을
높이는 등으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이 반드시 미국형으로 급속
하게 따라갈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에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서도 우리는 유용한 시
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나름대로 발전해 왔으나, 제도적인 연계가 부
족한 상태로 진화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연구와 교육의 연계가 취약하다. 그리고 연구효율 및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시스템 유지가 중요하나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정부교체기
마다 구조조정 이슈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연구 비중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연구 비중을 높임에
있어 특히 대학연구의 비중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연계가 부족한 채로 진화되어
온 국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제도적으로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출연연구소의 일
부 연구센터들을 대학 안에 위치시키고 대학과 공동연구, 공동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연계를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이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출연연
구소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가 정권교체기 마다 등장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와 같은 급
격한 구조조정은 비효과적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연연구소를 대학과 연계 강화시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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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도 이제는 선진국처
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는 보다 연구의 질을 높
이고,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활성화 등 산학연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 책임연구원 : 조현대 연구위원

| 혁신정책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황용수
김왕동
성태경
이대희
이병헌
강영주
이 근

|
|
|
|
|
|
|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교수
선임연구원
교수
기획정보팀장
교수

혁신정책연구센터
혁신정책연구센터
전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운대학교
충남발전연구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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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HRST 정책진단 및 중장기
정책방향
Future Changes of HRST Policy Environment and New HRST Policy Strateg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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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 김형주 / 송창용 / 이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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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
HRST
과학기술인력정책
인력정책진단
마스터플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 역할이 규제에서 지원 및 인프라 제공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연구개발 및 각 분야별 인력양
성책 등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 결과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정통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들이 포괄적인 정의에서 과학기술
인력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확대되는 정책에 있어 각 부처별 정책이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가지지 못
하고 추진되고 있고, 미래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여, 교육
부는 학생의 선택권과 자율권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인력의 경쟁
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별 개별 인력양성의 추진은 특정 영역별 투자의 과잉, 인력
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력(HRST)의 문제를 범부처적인 핵심정책으로 의제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1. 환경변화와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변화방향
환경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이 대응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지
식기반사회의 가속화는 과학기술인력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보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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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개발이 핵심 의제로 떠오른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보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산업을 선도
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인재양성이 국가 핵심의제로 떠오른다. 신기술의 등장과 과학기술의 융합화
와 복합화는 이를 실현하는 사회조직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정책 방향은 사람
들을 조직하는 유연성뿐만 아니라 적재적소에 자원과 지식을 투입하는 시공간의 유연성을 강조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은 변화하게 된다. 글로벌화에 따른 영향은 과학기술인력
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공급 자체의 글로벌화와 다국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인력 수요의 글로벌
화로 대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측면에서는 어떠한 인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이며,
그러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국가경제사회적 체제를 어떻게 핵심적
이고 창의적인 과학기술자들이 국제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느냐에 관심을 가
져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서, 경제전체의 노동수급의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분야의 인력수급도 우려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과학기술인력에 영향을 준다. 첫째, 향후 과학기술인력의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현재의 지표로서는 학사학위를 받은 과학기술인력은 전체적으로 공급초과를 보이는 반면 석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기술인력은 특정분야에서 공급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의 고
령화가 진행되면서 핵심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산업의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력정책은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고령화되는 과학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둘째,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강한 생명사회를 열망하
게 되고 이는 생명공학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항암제와 백신개발, 유전자치료, 정밀의료영상기
기, 생명노화연구 등 바이오테크 시대가 열리게 되며 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많은
수의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핵심적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2. 정부의 HRST정책 분석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관련부처의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를 요약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인력양성에 집중된 정책방향은
미래전망이나 환경변화, 해외사례분석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경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
나, 구체적인 정책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과학기술부, 정통
부, 산자부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핵심R&D 인력양성이라는 관점
에서 볼 때, 주요부처의 구체적인 정책이 고등교육단계의 교육과정의 개선에 몰려있다는 점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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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전반, 그리고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
족한 부서에서의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은 자칫, 의도는 좋으나 소기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형국에서 사업간의 중복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다. HRST 인적자원정책이 주로
고등교육의 인적자원양성에 대한 지원에 몰려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다.
둘째,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HRST정책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관점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정부에 비해서 산자부, 정통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과학
기술인력양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으나, 관련
부처들의 정책 관점이 국내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점은 세계화가 더욱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고등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도 현실적으로 국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
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반적으로 HRST정책이 주로 양성단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
대체적인 활용인력 규모에 대한 전망하에서 양성정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과
학기술인력 사업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여 기획 및 수립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
다.
넷째, 전반적으로 인적자원의 특성을 규명하고 인적자원 양성과 활용에 대한 정보와 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
을 위해서는 기초통계가 필요하지만, 실제 과학기술인력양성과 활용에 대한 통계가 양적으로도 부
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각 부문에서 필요한 과학기술
인력의 특징(전문성의 내용, 수준)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기초통계의 수집과 DB화
가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결론
향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인력정책에서 글로벌 관점의
도입이 핵심적인 정책방향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급인력의 국제적 이동의 심화, 각
국의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 글로벌 핵심인적자원을 유치활용하기에 미흡한 국내 연구개발환
경 및 생활여건, 우수인적자원의 이공계 기피 현상,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의 취약 등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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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내 우수인적자원의 이탈이 심해지나 해외고급인력의 활용은 부진한 점은 당장 고급인력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인력양성에서부터 활용,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확보의 관점에서 질적 수준 제고로의 관점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질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과학기술인력 단위의 개발, 관리, 실현이 높은 질적 수준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반으로 하며, 이것은 개인, 교육기관, 기업의 세 단위에서의 구축과 실현이라
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인력양성-활용 연계적인 과학기술인력정책이 요구된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대부분이
양성단계 특히 대학교육단계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활용과 연계되지 않는 양성중심의 과학기술
인력정책은 인력의 과잉공급에 따른 청년실업, 하향취업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직업세계와의
조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양성단계와 활용단계
의 쌍방적인 관계 하에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양성된 인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
다. 청년 이공계 미활용 인력의 활용촉진방안,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방안, 중고령 과학기
술인력의 활용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적자원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급과학기술인력을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장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단계에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르는 교육과
정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공계 고등교육의 혁신의 과제이다. 현재, 부처별 산발
적으로 부문별로 지원되고 있는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의 개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또한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개혁을 촉진하는 교육정책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인력의 적극적 활용방안 과제이다. 해외과학기술인력의 유입 및 네트워크
강화책의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넷째, 중고령 및 퇴직과학기술인력활용을 위한 정책과제이
다. 향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공급감소, 글로벌화로 인한 고급 두뇌의 국제적 이동이 심화됨에
따라 우수과학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이 전망됨에 따라서 중고령 및 퇴직과학기술인력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한 정책
은 선진외국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과제였다. 한국에서도 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 및 활용촉
진 특별법 등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나 다수의 정책과제가 시도되기 시작하였
다. 지금까지 시도된 정책결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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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여섯째. 과학기술인력의 보상체계 개선이다. 우수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일곱째, 이공계
인력 정책의 조정과 연계 작업이다.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조사분석평가 체제 구축과 운영, 과학기
술인력정책에 대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서의 연계조정 등의 작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STEPI-KRIVET HRST 공동연구센터의 공동연구로 발간된 보고서임
▶ 책임연구원 : 엄미정 부연구위원
| STEPI 인력정책연구단
진미석 선임연구위원 | KIRVET 인적자원정책연구본부
▶ 참여연구원 : 박기범
(STEPI) 김종영
이우성
김형주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
|
|
|

인력정책연구단
혁신정책연구센터
기술경제연구센터
혁신정책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송창용
(KRIVET) 이수영
황규희
최영섭
전재식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
|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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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대덕 IT클러스터를 중심으로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of Innovation Cluster Networks:
Focused on Daedeok IT Cluster

김왕동 / 김기근
2007. 1. 1 - 2007. 11. 30

☞ 키워드 ･
･
･
･

혁신클러스터
네트워크 지표
네트워크 평가
대덕 IT클러스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클러스터 주체간의 네트워크 수준은 클러스터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예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관계자들이 클러스터 내에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고 있고 성공적인 수준이라고 공
공연히 주장을 펴기도 하나 진정으로 해당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특성
을 지니며, 얼마의 네트워크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드물
다. 비록 최근에 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제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
하고, 일부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고 있지만,
그나마도 대부분의 연구가 정량적 국가 통계지표에 의존하고 있어 특정 클러스터 내 산학연과 혁
신주체들의 정성적 네트워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
정이다.
하지만 혁신클러스터 내의 산학연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해당 클러스터에 적합한 맞춤형 정
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클러스터 내의 네트워크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의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본 척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클러스터 내의 네트워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대덕 IT 클러스터를 대상으
로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살펴 볼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를 측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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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표로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주요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환경, 유형, 특성 및 성과는
어떠한가? 셋째, 주요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시사점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이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평가와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가지 3주간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으로는 국
내의 대표적 혁신클러스터인 대덕 IT클러스터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대덕 IT 클러스터
의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과 네트워크 활동 및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클러스터 네
트워크 성과의 핵심귀결지인 입주기업들을 중심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덕 IT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대덕특구지
원본부의 담당자 방문 및 지역혁신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혁신클러스터의 정성적 네트워크 양태(네트워크 환경, 유형, 특
성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내의 주요 혁신클러스터에 직접 적용
해 보았으며, 더 나아가 네트워크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내 주요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클러스터 내 혁신주체들의 정성적 네트워크 양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국내의 주요 IT 혁신클러스터인 대덕 IT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네트
워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를 막론하고 선도적인 연구로서 혁신클러스터의 네트
워크 수준 및 양태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를 제시하려 시도했다는 점과, 혁신클러스터 혹
은 혁신클러스터 내 산업수준, 산업 내 특정 기술 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네트워크의 속성을 측
정할 수 있는 범용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가절차 측면에서 단순히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평가지표를 제시했다는 점과, 혁신클러스터 내 네
트워크 속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기존의 경영․경제학과 정책연구에서 주로 활용되어 오던 네트워크
유형지표와 사회학․문화인류학 분야에서 활용되어 오던 네트워크 특성지표를 동시 활용함으로써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시도했다는 점이다(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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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평가지표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인 관계로 보다 세분화된 지표의 개발이 미흡했다는 점과 동일 산업에 속한 대덕 IT
클러스터만을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적, 역사적 특색에 따른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덕 IT 클러스터뿐만 아
니라 다른 IT산업, 그리고 보다 다양한 산업분야에 본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적용가
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제언
본 연구의 결과 대덕 IT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수준 및 양태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다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수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생산과 관련한 네트워크 측면에 있어서는 극히 낮은 수준
에 머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덕 IT 클러스터의 생산네트워크와 관
련한 다양한 주체의 영입 및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덕 IT 클러스터의 경우 정부의 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타 지역과의 교류 증진,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 간의 협업체계 및 네트워크 관련 통합DB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며, 특히 상대적으로 생산관련 기능이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책임연구원 : 김왕동 부연구위원 | 혁신정책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김기근 연구원

| 대구경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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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연구의 형성과 발전 과정의 고찰을 통한 국내 연구
현황 분석
Analysis on Inter-disciplinary Research Activity with Consideration of Its Formation and
Evolution: Papers and Patents

박기범 / 황정태
2007. 1. 1 - 2007. 11. 30

☞ 키워드 ･
･
･
･
･

융합연구
문헌분석
SCI
키워드 검색
다학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의 급속한 과학기술발전은 나노기술(NT), 생명과학기술(BT), 정보통신기술(IT) 등 기반 기술
의 융합과 물리, 화학, 생물학, 수학, 전산학, 그리고 인문학에까지 다양한 학제간 융합 연구
(Inter-disciplinary Research)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융합연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
과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막상 융합 기술의 정의나 범위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융합 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기반으로 활용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융합 연구 영
역을 NBT, BIT, NIT 등으로 설정하고 해당 영역의 연구 테마를 조사하여 이를 융합 연구로 정의
하고 있으나 이러한 영역은 연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기술의 융합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틈새 시장으로서의 일부 영역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학제적 융합 연구의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로부터 출발하여 융합 연구
를 정의함으로써 학문간 공동 연구와 융합 연구의 형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이로부터
국내 융합 연구 현황을 기초 단계에서부터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물리적 결합-화학적 결합, 동종기술-이종기술, 다학문적 연구-학제간 연구 등 융합 연구에 대한
기존의 분류는 분류를 위한 논의로는 성립할 수 있으나 실제로 어떤 연구가 융합 연구인지 아닌지
를 구별하는 구체적이고 통일된 잣대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융합연구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융합 연구의 시작은 어느 한 분야에서 다른 지식의 필요에 의해 내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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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연구의 수행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외부 지식을 익힘으로써 이루어지며 융합 연
구의 전문 인력은 등장하지 않는다. 내생적으로 발생한 연구는 두 분야 중 어느 한 쪽 또는 양쪽에
서 비약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경우 새로운 탐색 가능성을 열게 되고 비로소 타 영역과 구별되
는 독자적 연구 영역으로 등장하며 이 과정에서 다학문적 연구는 학제간 연구로 성격이 바뀌고 전
문 인력이 양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영역으로부터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고 지속적으로 기
존 연구와 상호 작용하면서 분야가 확대될 경우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까지 발전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1)문헌으로부터 직접 NT, BT, IT 등 개별 연구 영역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2)A와 B 영역의 키워드를 동시에 포함한 연구를 A+B 융합 연구로 정의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
도를 측정하고, (3)공동저자분석을 통해 국내 연구 현황을 진단한다. 키워드 추출을 위해 SCI DB
로부터 논문의 단어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분야별로 논문에 사용된 모든 단어를 추출
하고 이 중 junk 단어를 제외하여 빈도수 순위 및 해당 영역의 키워드 집합을 결정한다. 다음으로
DB로부터 NT 분야 키워드 집합 중의 단어를 하나 이상, 그리고 BT 분야 키워드 집합 중의 단어
를 하나 이상 포함한 모든 논문을 검색하여 이를 NBT 융합 연구 논문으로 규정한다. 최종 도출된
융합 분야 논문에 대해 저자의 소속 학과별로 정리하여 학과간 공동 수행 연결 네트워크 지도를
작성한다. 특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융합 영역을 도출하여 논문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론
기술 또는 학문의 융합은 영역이 아니라 학문 발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써
기초 탐색 단계로부터 상용화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 걸쳐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통해 구체적인 주제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기초 탐색 단계에서 둘 이상의 연구 분야의
키워드가 사용된 융합 연구 활동을 포착할 수 있었다. 논문 현황 분석의 결과 국내 융합 연구는 수
행 네트워크 상 뚜렷한 허브는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학과에서 씨뿌리기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으
며 기초 탐색 단계를 중심으로 볼 때 한국의 융합 연구 수준은 논문으로는 세계 5위권, 특허로는
10위권 내외로 추정된다.
한편 NBT 연구의 경우, 생물학 관련 저널보다 물리학이나 화학 관련 저널에 오히려 더 많은 논문
이 게재되고 있어 기초 연구의 성과가 융합 연구 영역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융합 분야에서의 연구 활동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융합 연구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의 관점과 응용 및 개발 관점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병행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SCI 또는 특허 DB의 초록을 키워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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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할 경우 검색의 한계가 뚜렷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정책제언
국내에서 탐색 단계의 융합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정책적 지원은 지나
치게 응용 및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NT, BT, IT 등 핵심 기술
영역을 여전히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학문의 융합 및 연계 발전을 자연스러운 속성으로 파악하
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융합기술종합발전기본계획’에서도 보듯이 융합 그 자체에 지나친 초
점을 두고 있다.
이공학 분야의 연구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특정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의 발전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노바이오소재, 바이
오센서 등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융합 연구의 전부인 것
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융합 연구의 가치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더
욱 부각된다. 융합 연구의 활성화에 있어서도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적 지원 정책이 수
립되는 것이 필요하며 융합 연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비롯한 각종 사업 참여 조건과 경쟁적
인 융합 관련 학과 및 조직의 신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책임연구원 : 박기범 부연구위원 | 인력정책연구단
▶ 참여연구원 : 황정태 부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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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역량평가 지표 틀
탐색
Searching for an Indicator Framework to Evaluate the Capability of Science & Technology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유의선
2007. 1. 1 - 2007. 10. 31

☞ 키워드 ･
･
･
･
･

지속가능발전
과학기술
지표틀
지식
R&D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 후반의 세계의 경제성장이 인류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세계화로 대표되는 오늘
날의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환경성․사회성․경제성이 통합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
정이다. 기존의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평가에서 과학기술 측면은 간과되거나 일부분에 그쳐 심층적
진단 및 분석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과학기
술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와 틀을 탐색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관계를 조망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
았으며, 지구 자연 및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이슈를 정리하고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
학기술의 궤도도 추적하였다.
이어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지표 틀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지
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지표 틀을 추구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연결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한 논리적
토대 위에 지속가능발전 이슈, 특히 우리나라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의 내용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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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지 드러냈으며, 그 기술들의 역량평가 지표와주요 세부기술을 시안적으로 소개하였다.

정책제언
본 연구의 지표 틀은 기술영향평가, R&D 자원배분에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전략 측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테마인 기후, 에너지, 수송, 국토, 자원 및 폐기물 관
리를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어서 경로의 통합 전략 전략도 추천하였다. 지속가
능발전의 핵심 경로인 분리(Decoupling), 혁신, 합리의 통합전략이다.

▶ 책임연구원 : 유의선 부연구위원 | 혁신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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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비전 2030
Vision 2030 of Science & Technology

이정원
2007. 3. 1 - 2007. 12. 31

☞ 키워드 ･
･
･
･
･

미래 전망
과학기술 비전
지식강국
지식네트워크
과학기술 정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2008년부
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포함한 정부조직 및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한편으
로는 차기정부 5년과 향후 10년~20년간의 국가 과학기술 비전과 비전 달성을 위한 기본전략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정책 측면의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30년 경의 미래 경제사회에 대한 전망과 한국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고 이에 따라 경
제/산업 환경 및 과학기술 활동, 그리고 기업환경의 변화와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시스템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전개방향을 여러 시각에서 제시하고
초일류 지식강국이라는 2030년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각 추진전
략별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학기술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결론
2030년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과학기술 비전은 지식기반사회에서 핵심 지식역량의 확보를 통해 경
쟁력을 유지･강화하는 초일류 지식강국이 되는 것이다. 지식강국이 지향하는 미래 국가는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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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성장사회, 갈등 없는 사회,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
략으로는 창조적 지식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투자 효율성의 제고,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 제
고, 지식-경제 연계 강화,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기술혁신 거버넌스 선진화를 통한 사회･
경제적 수요 대응성 강화, 국가 미래 전략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초일류 지식강국의 실현을 위해 혁신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예산의 대폭 확대와
기업의 R&D투자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 지원제도 개혁과 규제 완화, 민간의 서비스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혁신 방안의 추진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개발 수행체제의
확립과 핵심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체제 확립이 필요하며, 기술금융 지원제도의 선진화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M&A 관련 제도의 개선, 전통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위한 R&D투자의 확대, 혁신형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을 통한 지식의 산업화, 지적 자산 관리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식
네트워크 허브로서 공공연구기관의 기능 강화, 글로벌 지식네트워크의 강화가 중요하다. 정책 조정
및 통합성 강화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미래전략 수립과 로드맵 작성 등을 통해 국가 미래전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편 저 자 : 이정원 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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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인력부문
Basic Plan of Korean HRST Policy for 2008~2012

엄미정
2007. 3. 1 - 2007. 12. 31

☞ 키워드 ･
･
･
･
･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기본계획
과학기술인력
HRST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2007년 1차년도 기
본계획에 이어 2008~2012년에 대한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차 기본계획은 모두 10개 부
분으로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과학기술인력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5년 동안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기본계획의 내용을 논의하였던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인력분과 위원회의 논의내용과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향후 5개년 과학기술인력부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인력분과 위원회에서 접근한 방법은 몇단계
로 나뉘어진다. 먼저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OECD의 매뉴얼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의 범주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과의 관계 및 정책의 관심대상을 고려하여 2차 기본
계획에서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범주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관련 기
본계획과의 관계도 정리하였다.
둘째는 지난 5년간 수행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5년전 1차 기본계획에서 해결
하고자 하였던 과학기술인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하였고, 결과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내용
과 성과, 투자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5년동안 18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었고, 과
학기술인력 관련 제도 및 인프라의 확대 측면에서 지대한 성과를 보였다. 첨단인력의 인력양성,
현장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에 대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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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인력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신문기사, 관련 보고서, 정책
문건 등에서 제시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통해 제시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관련 문제점은 초중등 및 대학생의 기초
역량 하락,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부족, 이공계생의 질적 수급불일치, 사기진작,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비 부족,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사회참여 저조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결론 및 정책제언
향후 5년간 과학기술인력 관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는 “혁신주도형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력의 수월성 제고와 활용 극대화”로 정해졌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예비 과학기술인력의 질
적 향상을 위한 수학․과학역량 제고, 과학영재 육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성 제고 및 미래비전 제
시가 채택되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 (1)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체계화하고,
(2)교육단계별 기초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며, (3)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책이 제시되었다.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성 제고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서는 (4)과학기술인력의
취업 촉진 및 진로다양화, (5)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 (6)과학기술인력의 계속교육
시스템 구축, (7)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 (8)과학기술인력정책 기반구축 등을 제시
하고 있다.

▶ 책임연구원 : 엄미정 부연구위원 | 인력정책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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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연구시스템
혁신방안
Policy Initiatives for Innovative University-Research System to Cultivate Originative S&T Researchers

민철구
2007. 6. 1 - 2007. 12. 31

☞ 키워드 ･
･
･
･
･

창조적
인력양성
대학연구시스템
혁신체계
과학기술인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년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보고서에 따르면 55개국 중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9위,
대학경쟁력은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낮은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은 물론 선진국 진
입의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대학지원자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대학의 살아남기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대는
구조조정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리고 해외의 유수대학이 국내 분교를 설립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서 국내 대학시장은 더욱더 극심한 경쟁 환경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한,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공계 기피현상은 단순한 양적 현
상이 아닌, 우수학생의 기피로 이어져 이공계대학의 존립당위성 약화는 물론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타격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시스템이 추구하
여야 할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첫째, 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시스템이 추구하여할 대학 개혁의 방향을 논의
하고, 둘째 대학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최근 이공계대학을 중심으로 논의
가 심화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지나
치게 강조되고 있는 보편적 교육, 균형 발전, 자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치우쳐 과학기술이 추구하
여야 하는 선택과 집중, 수월성 교육, 전략적 자원배분 등에 지나치게 소홀한 결과 피상적 논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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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했던 연구중심대학의 선정과 육성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
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개혁은 우선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한다. 이를 위해 이공계 대학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공계 인력
의 장기수급을 주기적으로 전망하고 모니터링 하여 이를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
다. 그리고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산업(기술) 중심 대
학 등 대학발전을 위한 특성화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대학의 발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런
특성화된 대학은 각 지역 별로 분담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사회 내 경쟁시스템의
확대, 대학자율권 확대도 자발적 구조개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대학개혁을 위해 뒷받침해야 할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탁월성 위주의 공학교육
및 연구의 구심점 형성 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
립 하고, 셋째,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연구 잠재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등의 지원체계를 혁신하여야 한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는 우선 연구중심대학이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특성화의 일부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형 대학특성화 유형을 모색하여 우리나
라에 적합한 연구중심대학 모형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정원 축소
등으로 엄격한 기회비용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법제화된 연구중심대학의 선정과
지원기준을 재검토하여 연구의 질적 우수성을 강화하고 인건비, 간접비 등에 대한 특례지원과 연
구사업 소요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제언
우리 모두가 기원하는 선진국진입의 핵심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회복이다. 경쟁
력 지표로 보아 대학은 우리의 성장 동력이 아닌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학을 개혁하기 위한 최대과제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성
화발전의 추구’이며, 이를 위해 대학사회에 있어 경쟁요소의 강화, 전문화발전을 위한 로드맵의
구상과 실천, 이공계 대학의 연구능력 확충 등으로 요약된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이공계 대학의 사회적 수요 감소라는 측면에서 보다 냉철한 현실진단과 대책
이 요구된다. 자칫 이공계 대학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미래 인력수급의 불균형 초래와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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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반한 국가적 손실로 귀착될 수 있다.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연구성과 만이 현실에 기여하고
나아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실에 비추어, 이공계 대학에 대한 육성․지원은 우수 연구성
과와 우수인력 배출이라는 기준에 따른 ‘선택적 집중’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기술혁신체계에 있어 혁신주체로서의 대학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특히 이공
계 대학은 우수인력 배출과 미래첨단기술의 산실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과 교
수사회에 있어 경쟁원리 도입과 성과보상체계의 강화, 산학협동을 통한 현장교육체계의 확립, 학
문적 경쟁력에 기초한 우수 대학의 육성 등은 향후 정부의 이공계 대학 지원․육성 정책의 핵심사항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또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과도한 평등주의’에서 벗어
나 발전 잠재력과 성과에 기초한 최적의 선택이 필요하다.

▶ 책임연구원 : 민철구 선임연구위원 | 미래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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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2차년도)
Study on Technological Innovation Indicators

장진규 / 박동배
2007. 1. 1 - 2007. 12. 31

☞ 키워드 ･
･
･
･
･

과학기술통계
R&D투자
연구개발비
S&T Indicator
R&D DB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통계와 성과지표는 국가과학기술기술정책 수립 및 민간 부문 과학기술정책 결정에 중요
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수행 시 기초 데이터의 출처가 다름에 따라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연구자 개인이 연구에 사용되었던 DB를 관리하는 기존의 시스템 상에서는 DB의
효율적인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데이터가 일회용에 그쳐 차후 연구수행 시 동일한 데이터를 재
탐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활동 및 특허지표 통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과학기술
정책연구 과정에 보다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개발활동(기업체) 및 특허지표 DB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이번 작성 통계 DB 체계는‘연구개발활동 DB’와 ‘특허 DB’ 두가지로 구성되었다.
‘연구개발활동 DB’는 기업규모별, 상장유형별, 지역별, 종업업규모별, 외국인 주식분포비율별, 연
구개발비규모별, 자본금규모별, 매출액규모별 목록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제공하며, ‘특허 DB’는
산업별, 지역별, 지역규모별, 종업원규모별, 외국인 주식분포비율별, 연구개발비규모별, 자본금규
모별, 매출액규모별 목록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DB들은 화면상에서는 대분류를 세분화한 항목을 지표체계로 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쉽게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연구개발활동 DB’는 1차적으로 1993~2006년까지의
항목지표를 시계열 DB로 전산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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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과거에 지표통계는 On-line 및 Off-line을 통해 사용자가 일일이 해당 기관의 보고서를 찾아서
보거나 개별 사이트를 접속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것을 조회했어야 했다. 관련 보고서는 해당기관
에 제공되는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으나, 대부분 전산화,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개별 사용자가 각각의 노력을 해야만 구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최초 시작년
도부터 최근 년도 분까지 최대한 적용하여 사용자가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본 DB를 통해 사용자는 원하는 통계자료에 대한 시계열 자료 등을 ‘자료받기’ 기능을 통해 엑셀파
일로 전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지표를 각
각 다운로드 받은 후 다른 새로운 통계자료를 추출해 내는 등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제언
본 연구는 연구개발활동과 특허 데이터의 일부분만을 DB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민간부문(기업체)
뿐만 아니라 출연연, 대학 등 전체 데이터를 포괄할 수 있도록 DB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현재는 국내의 연구개발활동과 특허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데이터의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완해야할 것이며, 3차년도에는 2차년도에 구성한 DB의 틀 안에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부 연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 데이터를
조사하여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계와 지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유지･관리시스템
의 구축이 요구된다.

▶ 책임연구원 : 장진규 연구위원 | 기술경제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박동배 부연구위원 | 기술경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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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FTA 과학기술분야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Study on S&T-related Issues on WTO/FTA Negotiations

이명진 / 김기국 / 송치웅 / 하태정
2007. 1. 1 - 2007. 12. 31

☞ 키워드 ･
･
･
･
･

WTO
FTA
과학기술이슈
엔지니어링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의 WTO 및 FTA 협정은 단순한 상품무역 자유화를 넘어 서비스, 인적 이동, 과학기술협력,
환경협력, 제도 조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조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WTO 및 FTA협상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및 기술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진국
의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기회를 확대 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WTO 및 FTA협상과정에서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
상의제를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협상 추진에 따라 상대국의 과학기술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다
양한 수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WTO/DDA, 한-미 FTA, 한-EU FTA 세 가지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되, 각각의
개요와 추진배경, 추진과정, 분야별 과학기술 이슈들을 개별 분석한 다음 이들을 하나로 묶어 포
괄적 분석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주요 쟁점 및 한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야별 파급
효과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결론 및 정책제언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의 경우 WTO 2차 양허안에 기재된 양허 정도나 기존의 사실상의(De
Facto) 시장개방 수준을 감안할 때, 한-미 FTA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개방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 절대 다수의 중소영세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건설부문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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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영역에서의 어느 정도의 위협과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 체결에 따른
경쟁 및 협력환경 조성, 그리고 국내 제도의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국
내 기업들의 체질 강화와 국제협력이 활성화되어 관련 기업들의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측은 WTO/DDA에 제출한 양허안에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MA 및
NT의 Mode 1,2 수준까지 개방하였다. 그런데 국내 연구개발 서비스시장의 경우 해외 기술정보의
활용, 외국위탁 훈련 등과 같이 Mode 1,2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연
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문에서 명기한
연구개발서비스 Mode 1,2 양허는 선언문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추가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개방이 기술혁
신주체의 기술개발역량 강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체결에 따른 국
내 연구개발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그리 우려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전문인력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APEC 엔지니어 제도의 정회원 국가인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 동등성과 관련하여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APEC 엔지니어 방
식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양국 전문기술자제도의 주요 단계별
차이에 따른 동등성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논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개
별 주 정부를 상대하게 되었을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엔지니
어링에 관한 세부 분야별 전문기술자의 상호인정 및 대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선 각 소관 주무부
처와 관련 단체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각 산업 분야가 갖는 특성과 해당 전문기술자 활
용과 관련된 각종 장애 요인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기민한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특허 분야에서의 합의 내용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보전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 불실시에 의한 특허권 취소제도의 폐지 및 의약품 판매허가와 특허의 연계에 관
한 것이다. 이 중 의약품 판매허가와 특허의 연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허법의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고 그 내용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한 제약분야에서는 FTA 협상성과인 GMP 상표인증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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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GMP 기준 조기정착, 국내 허가 및 심사시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와 양식을 국제공통서식
(CTD, Common Technical Document)으로 통일하여 약품 해외진출의 장애 제거, 유통 중 의약
품의 안전관리 제공 등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을 강화하고 의약품 생산･공급･구매･사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의약품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해외시장에서의 제
품화 성공 또는 라이센싱을 목표로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 및 수입대체효과가 있는 국내 신약에 대
한 지원, 신약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품목허가-특허연계’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 책임연구원 : 이명진 연구위원

| 국제협력연구단

▶ 참여연구원 : 김기국 부연구위원 | 국제협력연구단
송치웅 부연구위원 | 국제협력연구단
하태정 부연구위원 | 기술경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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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학기술 국제협력 규범의 출현과 주요 시사점
A Newly-emerged Rules of Law in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and Major Policy
Implications

최영식
2007. 3. 15 - 2007. 11. 30

☞ 키워드 ･
･
･
･

과학기술국제협력
인터넷
투명성
인식제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11 테러사태 이후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전략기술이전에 대한 통제가 다자간 전략기술통제
체제를 통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전략기술통제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환경에 근본
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술 국제협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전략
기술통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앞서가는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새로운 변화 흐
름에 편승하여 보다 능동적인 전략기술통제정책의 수립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히 요
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략기술통제 강화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우선 다자간 전략기술 수출통제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을 분석, 주요 선진국들의 전략
기술 통제전략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주요 시사점 도출, 끝으로 새로운 차원의 우리나라 전략기술
통제방안을 도출･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주요 연구내용으로서는 우선 다자간 전략기술 수출통제체제의 성격 및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 바세나르체제(WA)의 설립 목적 및 기본 원칙, 바세나르 회원국의 주요 의무사항 및 지침, 바세
나르체제의 주요 조직 및 기능, 바세나르 통제리스트의 구성 체계 및 주요 프로그램, 바세나르체
제 활동의 주요 성과 및 개선 과제, 원자력 비확산체제(NSG)의 특성 및 동향, 미사일비확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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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R)의 특성 및 동향, 호주 그룹(AG)의 특성 및 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다자간 전략기술통제 강화의 현황 및 주요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바세나르체제 전략기술
이전통제 추진 동향 및 주요 이슈 바세나르 전략기술이전통제의 실행 방안 모색, 전략기술이전 통
제 ‘모범실행가이드라인(안)’의 최종 승인, 원자력 비확산체제(NSG) 전략기술이전통제 동향 및
주요 과제, 주요 전략기술이전통제의 배경, 핵기술에 대한 통제 기준, 핵기술 교육 및 훈련에 관한
통제 여부, 주요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미사일비확산체제 전략기술이전통제 동향 및 주요 과제, 전
략기술이전통제의 주요 배경, 전략기술이전통제 핵심 과제, 호주 그룹(AG) 전략기술이전통제 동
향 및 주요 과제, 전략기술이전통제의 주요 배경 및 주요 이슈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셋째로, 주요 선진국의 전략기술이전통제 실행 전략으로서 전략기술이전통제를 위한 자국내 입법
화 방안, 전략기술 사전 통제제도 및 개선방안, 전략기술 사후 통제제도 및 개선방안, 전략기술이
전통제를 위한 정보망 개선 방안의 분석을 통해 끝으로 우리나라 전략기술이전통제제도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
다자간 전략물자･기술 수출통제체제에서는 민감하고 확산효과가 커다란 전략물자･기술에 대해서
는 수출통제가 강도를 더해 갈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강력한 통제
수단을 동원하여 자국의 전략기술이전통제제도를 적극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우선 ‘투명성이 곧 경쟁력이다’라는 신념 하에 성장잠재
력 증진을 위한 원천기술의 확보 둘째, 실속 있는 R&D활동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고급
R&D투자 유치 셋째, 미래 주력 산업의 세계적 생산기지 확보 및 서비스 역량의 구축 넷째, 모든
다자 전략물자기술 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 지정학적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실추된 국가 신
인도의 진작을 위해서 전략기술이전통제제도의 도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도 ‘원천기술 확보의 지름길이 투명성에 기초한 새로운 과학기술 국제협력이다’라는 정책 기조 하
에 전략기술이전통제제도를 어떻게 우리나라 현실에 걸맞게 전략적으로 도입하느냐에 초점이 맞
춰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가 기존 전략물자기술 수출통제 관련 법규의 미비와 남북한이 대치하는
특수한 현실적 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인 차원에서 전략기술이전통제에 대한 기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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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기존의 전략물자･기술 수출통제규정을 보완하는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전략기술이전 입법화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실질적인 통제 수
행을 위한 정부와 관련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강화, 나아가 다자간 수출통제회의에의 적
극 참여를 통한 국제 공조체제의 구축 강화 방안 등)

정책제언
전략기술이전 통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집행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략기
술이전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사회적 협조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선 과학기술
계, 산업계, 정계, 관계부처간의 보다 긴밀한 파트너십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 책임연구원 : 최영식 선임연구위원 | 국제협력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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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민군혁신체제 연계방안: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Linking Strategy of Military and Civil Innovation System Based on Recent Change in Security
Posture on Korean Peninsula

이춘근 / 장병열 / 박기범
2007. 1. 1 - 2007. 8. 31

☞ 키워드 ･
･
･
･
･

민군혁신체제
국방연구개발
민군혁신주체
국방연구기관
민군혁신연계사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주한미군 역할변화와 전시작전권 환수,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
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첨단무기 소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한
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까지 병력과 지상군 위주의 우리 군을 첨단기
술군으로 개편한다는 ‘국방개혁 2020’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신설된 방위
사업청 주도로 국방연구개발기획서를 전면 개편하고, 국방비 대비 R&D투자도 현재의 5% 수준에
서 선진국 수준인 8-10%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방혁신체제의 주력인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도 주력 방향을 핵심, 원천기술 개발로 전환하면서 체계개발을 민간기업들로 과감히 이
관하고 있다. 국방에서의 첨단기술 소요 증대와 국방연구비의 대폭 증액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제고 방안이 커다란 이슈로 부상하였고, 이 안에서 민군혁신체제의 획기적인 연계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방 선진국들은 국방비 대비 10% 이상의 높은 국방 연구개발비를 투자하
면서, 민군협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산업자원부 주도로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나 참여 부처와 예산 규모, 사업 범위 등이 협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혁신체제 차
원에서 이를 연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민군혁신체제 연계방안을 도출하여, 자주국방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민군혁신체제 연계의 초기 연구로, 각 혁신주체 중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와 일부 정부
출연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 주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였고, 방위산업체 등의 기업에 대한
분석과 정부구매제도 등의 성과응용 분석은 후속 연구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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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
2장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서 민군혁신체제 연계의 개념 형성과 발전 과정,
연계 유형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관점과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민군 혁신체제의
연계의 유형은 연계의 범위에 따라 (1)포괄적인 융합과 (2)부분적 연계로 구분할 수 있고, 민과 군
의 우선순위 정도에 따라 (3)국방 우선발전 후 민수지원과 (4)민수 우선발전 후 국방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를 고찰하고, 이에 대
응하는 차원에서의 우리나라 무기체계 수요 및 민군혁신체제 발전방향을 도출하였다. 우리의 무기체
계 소요는 자주적인 대북한 정보획득 능력 확보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력 균형을 위한 항공우
주,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및 해･공군 전력 증강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민군 혁신
체제 발전 방향은 정부와 민간의 주력 연구분야가 일치하고 미래 전장환경 수요와 단기 무기체계
획득수요와도 일치하는 정보전자 분야와 국내 혁신능력이 우수한 기계, 제조공정, 생명, 에너지,
우주항공 분야에서 민군 혁신체제를 연동하여 더욱 활발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4장에서는 각 혁신주체들의 활동에서 민과 군의 연계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의
관련연구와 민군연계 수준을 살펴보았다. 국방 연구개발비의 점진적 증액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역할이 핵심, 원천기술 개발 위주로 변화하고, 국방 연구개발에서의 민간부문 역할과
민군혁신체제 연계 정도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민과 군의 수요와 혁신과정, 관리기법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선행연구 분야와 획득에 연결된 체계개발
분야를 분리하고, 양자에 적합한 관리체계와 기법들을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주요 유럽 국가들이 R&T와 R&D를 구분하고 앞부분인 R&T 분야에서 활발한 민군 연계를
실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탐지, KHP사업, 견마형로봇 및 감시정찰센서 네트워크 개발 등의 민군
혁신체제 연계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핵실험 탐지와 같이 거의 전적으로 민간 부문의 혁신체제를 활용할 경우에도
군 관련 기관에 어느 정도의 전문가 집단이나 관련 연구기관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KHP 사업처럼,
군의 수요를 토대로 한 공동 사업단 구성과 공동예산 투입의 경우, 민의 수요 개발과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민군 기술협력이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견마형 로봇사업과 같은 ‘선개발 후소요’ 방식이 공식적인 협력 양식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정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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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수요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정밀타격, 전략 플랫폼, 화생방 방호 등에 대한 자주적 개발 수요
가 급증해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 2020’ 등을 통해 국방연구비를 크게 확충하고 국방혁신체제도
개편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지향할 민군 혁신체제 연계유형과 발전방향은 시기별 전략을 달리하
는 일종의 ‘시차별 2단계 발전전략’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는 2012년경까지
선 민수발전 후군수지원형(독일, 일본형)을 따라 정보통신, 기계 등을 중심으로 민수기술의 국방
적용에 치중하고,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부분 연계형(프랑스, 영국형)을 따라 미래지향적인 선
행연구 분야에서의 혁신체제 연계를 추진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아울러 민군 혁신체제 연계에 따
른 국방 연구과제 관리체제 개혁 방향은 국방연구에서 미래기술, 핵심기술, 선행연구 분야를 R&T
로 구분해 무기체계 획득과 연계되는 R&D와 분리하고, 앞부분인 R&T 영역에서 활발한 민군 혁
신체제 연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견마형 로봇과 같은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선개발 후소요’ 개념을
가져 국방 선진국들의 R&T와 유사한 관리기법을 적용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의 기초연구와 특화연
구센터, ACTD사업 등도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한
다면 보다 원만한 민군 혁신체제 연계를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제언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8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다.
단기추진 과제는 2012년의 전시작전권 환수 이전까지 주로 민간기술의 군수 전환에 치중하는 것
들을 말하며 이에는 군민 혁신체제 연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제협력 확대, 국방 혁신체제의
개방 확대, 국방부문의 기술전문가 확충, 민간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사업단의 국방수요 대응
확대 등이 포함된다.
장기추진과제는 국방연구에서 미래 핵심기술, 선행연구 분야를 구분해 민간부문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민군 혁신체제 연동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말하며, 이에는 국방 연구
비 확충과 미래 핵심기술연구의 비중 대폭 확대, 민과 군의 혁신체제 연계를 위한 추진체제 정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통합조정, 지역혁신체제와의 연동 정책 등이 필요하다.

▶ 책임연구원 : 이춘근 연구위원

| 혁신정책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장병열 부연구위원 | 미래연구센터
박기범 부연구위원 | 인력정책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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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과학기술정책 동향조사 분석사업(2차년도):
주요국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의 사례 분석
Innovation Governance in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Finland

장영배 / 성지은 / 이민형
2007. 1. 1 - 2007. 12. 31

☞ 키워드 ･
･
･
･

혁신 거버넌스
정책학습
혁신정책의 진화
정책조정과 통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혁신 거버넌스는 하나의 국가 또는 조직 내부에서 혁신 정책수립, 집행, 목표의 달성과 관련한 의
사결정과 통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시스템과 관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혁신 거버넌
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과학과 혁신이 사회의 니즈의 해결과 충족에 더욱 유의미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과학과 혁신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관여 증대에 따른
혁신 거버넌스의 틀과 범위가 변화하고 있다.
◦ 행정시스템 내부에 소위 신공공관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다른 정책영역들과 마찬
가지로 과학기술과 혁신 정책에서도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납세자의 돈을 투명하고 효
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전반적인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 지식생산과 활용방식의 변화에 따라 학문분야를 넘어서서, 그리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사
이에 서로 다른 지식들과 지식생산자들을 결합시킬 필요성이 커지면서 혁신 거버넌스가 중
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과학기술적 상황 변화에 따라 혁신 거버넌스는 국가마다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1970년대 말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왔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주요 국가
들은 사회･경제 전 영역에서 혁신정책을 국가경영의 핵심정책으로 간주하고 혁신의 위상과 역할
을 강조하고 있으며, 혁신정책을 과학기술부문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노동, 금융, 환경, 지역개
발, 보건･의료 등 모든 부문별 정책의 기반을 구성하는 하부구조형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가
혁신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공공부문 혁신 거버넌스의 이러한 변화는 국가혁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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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일본, 핀란드의 혁신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이 3개 국가 공공연구시스템의
혁신 거버넌스의 주요 변화추세와 쟁점을 파악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혁신
거버넌스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 혁신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를 하며, 세부적으로는 혁신 거버넌스의 개념
과 구조, 혁신 거버넌스의 기능을 논의한다. 그리고 혁신정책의 진화와 혁신 거버넌스의 주요 쟁
점을 살펴본 후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특성과 정책학습의 의미를 짚어본다. 제3장부터 제5장은 본
연구의 3개 대상국가의 혁신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있다. 각 국가의 혁신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공
통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혁신정책기조와 주요 변화
◦ 혁신 거버넌스의 구조, 특징, 평가, 시사점
◦ 주요 혁신행위자들의 역할
여기에서 분석의 초점은 연구대상 국가들의 혁신 거버넌스가 최근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를 살
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겪은 혁신 거버넌스의 구조, 특징, 장단점 등을 이해하는데 두었다. 마지막
으로 제6장은 이러한 국가별 분석을 요약․비교하고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혁신정책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 위상이 강화되면
서 환경, 에너지, 복지, 안전, 국방, 안보 영역까지 혁신과 연계시켜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혁신 거버넌스의 고도화를 핵심의제로 삼고 있으며, 제3세대 혁신정책으로의 전환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체적 혁신정책 설계, 정책 정합성(Coherence) 제고, 정책조정과 통합, 정부-민
간의 긴밀한 협력 등이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혁신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정책의제 형성과 운용, 총체적
인 정책설계, 유기적인 행정체제 구축 등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발전연대를 거치면서 형
성되어 온 행정관료 및 전문가 중심의 하향적 정책네트워크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유럽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참여 거버넌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 정책시스템 전환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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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합의가 미흡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실험이나 체제개편 노력은 전환의 지연이나
실패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된 혁신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뿐 아니라 관련
업무를 뒷받침하도록 끊임없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혁신정책 설계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
문화 형성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적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등 소프트웨어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

정책제언
첫째, 정책조정과 통합을 강조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3개 대상국가들은 이를 위해
정책기획과 전략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수직적 정합성을 강조하는 한편, 부처간 조정과 협력을 촉
진함으로써 정책의 수평적 정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정부부처들이 관행
적으로 구획된 전문영역 내에서 정책메뉴들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처가 개발한 정책
이 다른 부처의 정책과 충돌하는지 아니면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지의 여부를 전체적으로 조망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조정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스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창출된 지식과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종합하
고 관련 정보들을 정책기획과 사업기획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지식관리’(Strategic
Intelligence)의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국가차원의 핵심의제 발굴과 이를 실천할 관련 부처 간, 혁신주체 간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각 국가들은 정책의 정합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
책의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정책집행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정책의 조정과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
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부
처간 관할권 다툼과 부처 경쟁으로 획기적인 의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독립성과 자율적 업무수행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가전략 목
표에 부합되도록 정부부처들의 업무영역과 사업들을 재배열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혁신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정책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부처들이 참여
하고, 혁신의 공급자만이 아니라 혁신의 사용자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혁신 거버넌스가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수요자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거버
넌스가 확립되어야 하며,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학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행위주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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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을 모두 연계하는 통합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네트워킹과 정보교환을
위한 포럼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 각 분야의 지식, 관점, 가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네트워
크를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강조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 학습(Policy Learning)의 중요성이다. 새로운 혁신 거버넌스에서는 정부부처 간의 학
습, 중간조직을 통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학습 등이 중요해지며, 동시에 정책실험과정에서 창
출된 정보 및 혁신관련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조사･분석･종합해서 정책개발을 위하여 제공해
주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사업)평가, 기술영향평가, 기술기획, 로드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창출 활동을 종합해서 정책결정을 위한 전략적 지식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Consistency) 확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 문제해결에 치중
하기보다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하며 정치변동과는 무관하게 정책의 일관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러 부처들이 일괄적(Package)으로 정책을
구사해야 문제해결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책임연구원 : 장영배 부연구위원 | 혁신정책연구센터
▶ 참여연구원 : 성지은 부연구위원 | 혁신정책연구센터
이민형 연구위원 | 혁신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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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체제부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구조 분석 / 133
기초연구 투자확대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 발전 방안 / 134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기술혁신정책 과제 / 135
대형 기술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방안 / 136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 발전방안 / 137
한국 선도산업의 기술혁신체제 발전전략 / 138
지역 특성 분석을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유사성과 차별성 연구 / 139
과학기술혁신정책평가사업 (1차년도): 과학기술혁신정책평가의 현황 분석과 과학화를 위한 개선
과제 도출 / 140
과학기술비전과 국가 미래전략(I) / 141

기술경제사회부문
대외개방이 기술혁신과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 142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연구개발투자 정책방향 / 144
기초기술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 145
기술금융 지원제도의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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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구조 분석

배용호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 확대과정에서 연구개발사업 수가 370여개로 증가되었으며, 이 과정
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
◦ 부처간(과제간)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획
되는 연구개발사업 분야임
◦ 이에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 목적이 분명한 사업화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천기술/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응용․개발단계 사업으로 이어지는 연계구조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효율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연구의 방법론 및 분석 틀
◦ 국가연구개발사업간 연계구조 분석 (국가전략분야에서 사업화 목적 연구개발사업 대상)
◦ 연계성 관점에[서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외국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구조 분석
◦ 정책적 시사점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국가연구개발 사업구조 및 추진체제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 모색
◦ 이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투자 효과 극대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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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투자확대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 발전 방안

이민형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2012년까지 정부는 기초연구비를 두배로, 순수기초연구비는 3배로 확대시킬 예정임
◦ 이러한 기초연구비의 확대는 과학기술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이며 3만달
러 시대는 과거와는 다른 질적인 변화를 필요로 함
◦ 모방과 추격이 아니라 창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초원천기술 중심의 창조형 R&D 전략으
로 정책전환이 필요함
◦ 기초연구정책은 국가연구개발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옴. 본 연구는 기초연구투자 확대
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기초연구의 개념의 중요성: 기초연구 정의 및 관련 속성, 기초연구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등
◦ 기초연구 추진체제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기초연구 정책의 발전과정, 추진체제의 형성과 정에
대한 분석
◦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 현황 분석: 기초연구 예산지원시스템과 평가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초
연구 관리체제의 현황을 분석
◦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 개선방안: 기초연구사업 관리체제의 구축방향, 예산지원시스템과 평
가시스템의 개선방안 등 제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초연구의 활성화 및 기초연구 성과제고를 가져오므로써 창조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 전
략의 실행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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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격형 연구개발전략에서 창조형 연구개발전략으로 정책전환을 위한 핵심기반장치를 제시 하
여 정책전환의 실현성 제고
◦ 기초연구 관리체제의 선진화로 기초연구역량 확대 및 기초연구 성과개선, 연구활성화로 기초연
구 투자 효율성 제고
◦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이 개선되므로써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기술혁신정책 과제

송위진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최근에 들어와 기술혁신정책의 목표로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사회적 목표’
들이 강조되기 시작
◦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수요 지향적 기술혁신정책(Socially-Oriented Innovation Policy)’이
구체화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혁신정책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
불어 이제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이제 경제성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질,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적 요구까지도 진지하게 고려
한 혁신정책의 필요성이 구체화되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사회적 수요 지향적 기술혁신정책의 특성과 해외 사례 분석
◦ 사회적 수요 지향적 기술혁신정책 정책과정 분석
◦ 사회적 수요 지향적 기술혁신정책과 경제성장 지향적 정책의 통합 방안
◦ 사회적 수요 지향적 기술혁신정책의 사례 분석과 실제 정책 구현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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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인 사회적 수요 지향적 기술혁신정책에 구조와 특성 분석을 통해 사회를
위한 기술혁신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
◦ 사회적 수요 지향적 기술혁신정책의 구현 방안 제시: 경제성장 지향적 혁신정책과 다른 정책기
획 및 수행체제 설계 방향 제시

대형 기술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방안

김종영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대형 기술사고의 증가와 대응 필요성
◦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의 증대 필요성
◦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 대형기술시스템의 의존도 증가와 효율적인 운용의 필요성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안전을 위한 기술시스템의 필요성
◦ 안전과 위험연구의 발전과정
◦ 사례연구: 전자통신망을 중심으로
◦ 대형기술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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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필요
◦ 기술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기술시스템 개발 필요
◦ 글로벌 위험에 대비한 섬세하면서도 거대한 기술시스템 디자인 필요
◦ 대형기술시스템의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방안 제시
◦ 사람중심적이면서 친환경적인 대형 기술시스템 개발 필요

시민참여적 과학기술정책 형성 발전방안

장영배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험으로 발전해왔음
◦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도 정책형성과 의사결정에서 다원주의적․참여적 시각이 발함
◦ 과학기술발전의 희망과 위험의 공존에 따른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개입과 참여 확대
◦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도 정부와 시민사회/이해관계자 사이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가주도적 역
할을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신공공관리론의 확산 속에서 시민사회는 과학기술투자의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와 참여
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시민참여의 발전과정
◦ 시민참여의 유형화와 분류: 기존 연구의 정리와 체계화
◦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형성과 시민참여의 현황: 성과와 한계 분석
◦ 과학기술정책 시민참여의 해외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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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 시민참여의 성공적인 국내외 사례 발굴
◦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시민참여의 발전과 성숙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과학기술정책 형성과 시민참여 발전과정에 대한 정책학습
◦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시민참여 발전방안 발굴에 기여
◦ 새로운 참여모델 개발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차기 정부의 주요 혁신정책과제 발굴에 필요한 기초정보로 활용

한국 선도산업의 기술혁신체제 발전전략

이공래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본 사업은 국가기술혁신체제(NIS)를 바탕으로 선도산업의 기술혁신체제 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혁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선도산업별 선도기업의 핵심 기술역량 진화패턴을 분석하여 이들의 강점과 약점을 규명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함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혁신 동향과 특성을 분석
◦ 선도산업별 선도기업이 갖는 학습 특성과 기술혁신 패턴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혁신정책의
기획 방향 도출
◦ 다분야 기술융합에 의한 기술혁신 추세 속에서 선도산업의 기술혁신경로 창출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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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산업이 기술혁신경로를 창출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등 기술혁신 주체들이 기여할
역할 규명
◦ 국가기술혁신체제(NIS)와 산업의 연계를 통한 우리나라 NIS의 강화방안 모색
◦ 선도산업의 기술혁신체제 발전전략을 도출하여 제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주요산업 선도기업의 경로운항능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 대학, 정부 등 혁신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정립하는데 기여
◦ 세계 6위에 랭크한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을 섹터 단위의 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기여
◦ 산업 차원의 과학기술혁신전략을 연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 활동에 기여

지역 특성 분석을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유사성과 차별성 연구
김형주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지역혁신사업은 지역의 혁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으나 제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적인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
안과 정책수단이 필요해짐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지역혁신체제의 특성 규명을 위한 분석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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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역혁신체제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포괄적 분석
◦ 유형별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사례 비교 연구
◦ 지역의 특성과 핵심역량 중심의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사업 관련 정책과제 제시
◦ 지역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지역혁신사업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
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과학기술혁신정책평가사업(1차년도): 과학기술혁신정책평가의
현황 분석과 과학화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황용수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 기술혁신과 연
구개발의 현상 및 문제에 대한 보다 심화되고 확장된 이해와 경제사회적 영향과 연결된 통합적
인 평가가 요구되고 있음
◦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 기획․조정을 위한 평가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나, 신뢰할만한 접근방법과 입증 가능한 과학적 기반의 발전이 불충분한 상황임.
◦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NSF가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과학화 기반을 확충하
기 위한 ‘Science of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SciSIP)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신뢰성 있는 평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1차년도 사업으로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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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의 관련 노력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효과적 접근방법과 과
학화 개선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추진함.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접근방법에 대한 종합검토 및 평가
◦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와 과학화의 개념적 틀 정립
◦ 미국 등 선진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화 과제 모니터링과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를 위한 포지셔닝(Positioning)과 접근방법 제시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화의 문제점 분석(정책사례 분석 포함)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과학화 개선과제 도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과학기술혁신정책 분석 및 평가의 질적 수준과 신뢰성 제고의 기반 조성
◦ 2,3차년도 사업 추진의 기본틀 제공
◦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과학기술비전과 국가 미래전략(I)

이세준
2008. 4.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지식기반 사회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능력은 부의 창출에 있어 필수적임
◦ 미래전략 수립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비해 미래연구기반은 취약함
◦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미래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연구의 실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의 틀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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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3년으로 기획될 ‘2단계 미래 연구-미래전망 및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1차년도 연구임
◦ 1차년도 주요 연구내용
∙ 미래전략 연구의 필요성
∙ 미래연구의 현황분석
∙ 통합적 미래연구를 위한 연구프레임 모색
∙ 통합적 미래연구 프레임 도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선진국과 국내 미래 연구 동향 및 시사점 제시
◦ 국내외 미래연구 방법론 분석을 통한 미래전략 연구 방향 제시
◦ 향후 연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분석틀 제공

대외개방이 기술혁신과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이재억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개방화가 혁신정책과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혁신체
제론적 관점에서 개방화가 국내기업들의 기술혁신행태와 총요소생산성,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비
◦ 개방화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지역통합화, 무역장벽의 해소, 자본시장의 통합화, 외국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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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 증대, 노동력 국제이동의 증대가 우리나라 혁신체제에서의 기술혁신행태와 총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혁신정책적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제시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개방화와 국제경제통합의 글로벌 트렌드
◦ FTA(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개방화)가 기술혁신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및 사례연구
◦ 자본시장 개방이 기술혁신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및 사례연구
◦ 개방화가 총요소생산성 및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개방화에 대응하는 혁신정책의 과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개방화가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혁신행태에 미치는 미시적인 영향을 통한 경제성장효과를 분석
함으로서 과학기술정책상의 시사점 제공
◦ 상품시장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와 FTA의 추진은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데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개방화
가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개방화의 단
계적 조건 등에 대한 기술혁신정책적 관점에서의 제언
◦ 금융시장의 개방화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기업의 R&D투자 교류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외국인의 국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주식소유가 확대되면서 단기실
적주의를 통해 기술력의 잠식이라는 장기적인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금융시장 개방화가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기자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혁신정책 관점의 대응방안 제시

국가혁신체제부문 / 기술경제사회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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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연구개발투자 정책방향

김병우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정보통신(IT)부문의 경우 1993년부터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정보
통신연구개발을 선도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
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 주력성장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
기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작금의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해법으로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타 산업에 비해 심각하게 낮은 수준임을 주장하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개발과 기술변화 및 고용에 관한 거시경제이론 및 실증적 고찰
∙ 기술진보와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기술진보와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등
◦ 연구개발 및 기술변화와 고용에 관한 미시적 이론 및 실증적 고찰
∙ 숙련편향적(Skill-biased) 기술진보가 요소투입 및 산출패턴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R&D와 고용관련 기업 패널 데이터 분석
◦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간 관계 파악
∙ 연구개발(기술혁신) → 잠재 GDP(Potential GDP) 증가 → 고용증가(오쿤의 법칙)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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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 분석 등 정태적(Static) 분석과는 달리 기술변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동태적인(Dynamic)
기술혁신의 고용창출효과에 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산출 가능
◦ IT839 전략의 추진 등 정부부문 기술혁신 정책 추진의 타당성 확보
◦ 우리 경제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발생하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현상의 원인
파악과 정책대안 제시

기초기술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황석원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기초 또는 공공 기술의 사후 경제적 성과 분석 및 사전 경제성 평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기초기술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에 대한 외부 수요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가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기술의 경제성 평가 방법론, 절차 등에
대한 연구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미시적 접근 방법론 개발 및 정리(가치 측정 또는 편익/비용 접근)
∙ 잠재 가격을 가진 공공 서비스, 제품의 경우 잠재 가격 측정(CVM, Conjoint Analysis)
∙ (직접) 생산성 증가 효과 측정
∙ 생산 비용 절감 (기술 개발을 통한 직접적인 코스트 하락 효과) 측정
∙ 기회 비용 절감(DB 구축을 통한 고비용 인력의 정보 검색 시간 절감 등) 측정
◦ 거시적 접근 방법론 개발 및 정리
∙ 지식스톡의 부가가치 창출, 생산성 파급 효과 등을 계량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 (기초기술 분
야 지식 스톡의 파급효과)

국가혁신체제부문 / 기술경제사회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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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기술 또는 공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사업단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기초 기술 경제
성 평가 사례 연구 수행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초 기술의 경제성 평가 방법론, 절차에 대한 STEPI의 연구 기반 구축
◦ 급증하는 기초 기술의 경제성 평가 외부 수요에 대응
◦ 기초 기술의 사회경제적 가치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정부의 R&D 정책 방향
설정, 자원 배분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기술금융 지원제도의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

정승일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현재의 기술금융 지원제도는 역선택과 모랄해저드의 가능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며 비효과적
이라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고 있음
◦ 하지만 현재의 기술금융 지원제도는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하다는 견해 역시 타당한 근거가 있음
◦ 따라서 현재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유지하되 그 방식을 바꿈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현재의 기술금융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성과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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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들의 기술금융 지원제도와 그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
◦ 우리나라 기술금융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신바젤 규제 등 새로운 금융시장 환경에 맞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방식 제시
◦ 민간 은행권의 중소․벤처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보증지원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국가혁신체제부문 / 기술경제사회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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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신정책부문
지식집약서비스산업의 혁신특성 및 R&D 활성화 방안 / 149
개방형 기술혁신의 산업별 특성과 정책 과제 / 150
2008년도 제조업 기술혁신조사 / 151

기업기술전략부문
기술혁신과 벤처기업의 생존 / 152

과학기술기반부문
지속가능 공공연구시스템 구축방안 / 153
이공계 인력 수급 구조의 특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 / 154
과학기술인력 통계 조사･분석 / 155
창조적 연구인력 양성 배출을 위한 정부출연(연) 운영 전략 / 156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3차년도) / 157

과학기술국제협력부문
대개도국 과학기술 협력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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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집약서비스산업의 혁신특성 및 R&D 활성화 방안

최지선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혁신 중개자로서 지식집약생산자서비스업의 중요성 증가
◦ 제조업/서비스업 지식집약서비스기능 아웃소싱은 경쟁력강화의 주요 수단
◦ 중요성에 비해 국내 미활성화 및 산업구조 취약
◦ 콘텐츠서비스(1년차연구)와는 다른 혁신특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
◦ 지식집약생산자서비스 중 대표적인 T-KIBS 사례업종 선정과 혁신연구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지식집약생산자서비스(KIBS) 및 사례업종의 현황과 R&D특성 분석
◦ 서비스상품구조의 관점으로 본 사례업종 서비스혁신특성 분석
◦ 서비스기업과 고객 기업간 혁신네트워크 및 생산성기여도 분석
◦ 서비스혁신 관점의 정부지원제도 효과성 분석
◦ 기업차원의 혁신역량제고 및 정책제언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식집약생산자서비스업 혁신정책수립의 기본관점 제시
◦ 서비스산업에 적합한 ‘혁신R&D(가칭)’의 개념정립 및 구체적 범위와 대상 설정
◦ 사례업종 서비스혁신의 질적 특성 파악에 적합한 혁신조사 가이드라인/조사방식 제언
◦ 서비스기업의 혁신유형별 정책수단의 차별화가능성 검토
◦ 고객기업의 KIBS기능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고객산업 지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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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기술혁신의 산업별 특성과 정책 과제

김석관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은 추격 및 탈추격 단계에 있는 우리 기업들
에게 새로운 기술혁신 전략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해볼 필
요가 있음
◦ IT와 같이 탈추격 단계의 업종은 선두 주자의 입장에서 신기술 창출 역량이 필요하고 추격 단
계의 기업들도 추격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혁신 전략이 필요
◦ 한편,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이 모든 산업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개방
형 기술혁신 논의와 산업별 기술혁신 패턴에 대한 논의를 결합하여 개방형 기술혁신의 산업별
차이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개방형 기술혁신의 개념과 유형
◦ 개방형 기술혁신의 산업별 적용 가능성
◦ 개방형 기술혁신의 산업별 국내 실태
◦ 개방형 기술혁신의 산업별 장애 요인 분석
◦ 개방형 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 탐색
◦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의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의 산업별 차이점에 대한 일반화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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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조업 기술혁신조사

김현호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본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승인통계이자 국내 과학기술혁신활동과 관련된 주요 통계로서 우리
기관의 대표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음
◦ 지속적인 통계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이해하고 해외기업들과 비교할 수 있
는 주요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우리나라 기술혁신정책 및 관련 연구현안을 반영한 보다 개선된 조사
가 필요
◦ 전문가 활용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방안 모색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설문지 항목의 개선(국내 기술혁신정책 및 연구성과 반영)
◦ 2008년도 제조업체 기술혁신활동 분석보고서 작성
◦ 통계 표준서식 개발
◦ 기술혁신조사 활용을 통한 다수의 주제별 보고서 작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STEPI 대표적인 통계로서 기술혁신관련 주요 통계로서의 2002년도 본격적인 데이터 구축 이
후 데이터 축적을 통한 위상 공고화
◦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개괄적인 통계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구축된 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국가기술혁신 정책 집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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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벤처기업의 생존
임채윤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주요국의 벤처기업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생존분석을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
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연구는 전무한 상태
◦ 본 연구에서는 1998년 이후 설립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생존 현황을 파악하고, 생존에 미치
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
◦ 특히, 다양한 생존 영향요인 중 기술혁신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벤처
기업과 관련된 기술혁신 정책 방향 및 시장중심의 벤처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이론 고찰
◦ 국내 벤처기업의 생존 현황 분석
◦ 국내 벤처기업의 생존 영향요인 분석
◦ 국내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생존: 사례분석
◦ 벤처기업 생존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 정책방향 정립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난 10년간 추진되어온 벤처정책 진단
∙ 시장중심의 벤처정책을 전개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진입, 퇴출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
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지원 정책 설계
∙ 본 연구에서는 진입, 퇴출, 성장, 안정성장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동태적인 성장과정에서 나
타나는 특성을 파악하고, 벤처정책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 특히, 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각 단계별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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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공공연구시스템 구축방안

조현대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내 공공연구시스템(정부출연연구소들을 중심으로)의 지속발전 조건들
을 모색하고 이를 국내 공공연구시스템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내 공공연구시스템/기관들의 실태분석 및 지속발전성을 검토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발전전략을 강구해야 함
∙ 정부출연연구소들을 대상으로 연구자원, 연구수요, 연구활동 및 성과, 미래니즈를 분석하고,
선진국들의 관련 논의와 사례들을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에 반영해야 함
∙ 그리고 관련 정책/전략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의 고유한 특징과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관련 개념/연구 고찰 및 분석의 틀 구축
◦ 주요 선진국 공공연구시스템/기관 변화/발전 주요 논의/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출연연구소시스템/기관의 변화/발전에 관한 주요 논의/연구 분석
∙ 연구/논의의 주된 내용, 이유와 배경 분석,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출연연구소시스템 실태 분석 및 지속발전성 검토
∙ 연구 수요 및 연구자원, 역할, 연구활동 및 성과, 미래 니즈 및 대응방향 분석
∙ 지속가능발전 과제/조건 분석: 개방과 연계 강화 등
◦ 지속가능 출연연구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 지속발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임무 및 위상 설정(임무지향, 확산지향) 등
∙ 지속발전전략 제시: 개방/연계(대학과의 연계 등)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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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국내 출연(연)시스템의 지속발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발전전략 제시
◦ 국내 출연(연)의 연구수요, 연구자원, 연구활동 및 미래 니즈에 대한 정책정보 제공

이공계 인력 수급 구조의 특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

박기범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이공계 인력의 위상 변화는 산업기반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글
로벌한 현상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90년대 이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나 한국 사회의 특성과 연관된 분석은 시도된 바 없음
◦ 정부의 과학기술인력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주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의 이공계 위기는 수급전망에 기초한
정책 수행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인력 수급 구조의 특성 변화에 대한 진단을 통해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이공계 위기의 종합적 진단
◦ 이공계 위기의 국제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 분석
◦ 정부 정책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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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이공계 위기 현상과 원인에 대한 통합적 정의 도출
∙ 이공계 위상의 변화(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구분 진단
◦ 과학기술인력의 교육, 취업, 경력에 관한 통계 자료 구축
◦ 최우선 국가 아젠다로서의 이공계 인력 양성 체제 정비 방안
◦ 질적 수준을 고려한 이공계 인력 장기 수급전망

과학기술인력 통계 조사･분석

엄미정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 인력정책의 필요성이 중요해지며, 그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임
◦ 과학기술인력 문제의 진단 및 정책수립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통계의 수집 및 분석작업이 체
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함
◦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과 관련한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기본 통계체제를 설계하고, 요구되는
자료 확보와 기초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과학기술인력정책 체계 분석
◦ 과학기술인력 관련 연구통계 체계 구축 및 지표집 발간
◦ 신설이 요구되는 조사 설계 및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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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과학기술인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확보
◦ 관련 정책결정자, 연구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본 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창조적 연구인력 양성 배출을 위한 정부출연(연) 운영
전략

민철구
2008. 1. 7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창조적 연구인력의 양성이 과학기술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 IT, BT, NT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의 구분이 모호해 지면서, 이들
첨단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출연(연)의 인력양성 기능이 부각되고 있음
◦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출연(연)의 새로운 기능인 첨단기술 연구인력의 양성과 이들을 배출하는
능력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이 요구됨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창조적 연구인력의 정의와 범위
◦ 출연(연)의 인력양성 기능 현황과 미래 발전방향
◦ 양성된 연구인력의 사회적 배출방안(혁신형 중소기업)
◦ 인력양성 기능확충을 위한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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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3차년도)

박동배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STEPI 내부 기본연구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수요되는 다양한 기술혁신 관련 통계･지표가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DB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술혁신지표 분석 및 관련 DB구축에 대한 수요 증대
∙ 미국, 일본, EU 등은 각국의 기술혁신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정책적 이슈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가지표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혁신본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 전체차원에서 혁신정책을 분석하고 관련분야 현황
파악에 대한 수요 증가
◦ 본 연구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술혁신 지표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STEPI내에 구축하
고, 이를 통해 관련 기술혁신 통계․지표가 과학기술정책연구 과정에서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
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DB를 구축, 유지, 관리,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외 지표･통계관련 동향 파악
◦ 기술혁신 지표체계 정립 및 새로운 기술혁신 지표 개발
◦ STEPI DB 체계화 및 정책연구에의 효율적 활용 체제 구축
◦ Korean R&D Scoreboard 2008 발간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술혁신 정책연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DB체계 확보
◦ 과학기술정책의 현황파악, 진단 및 성과평가를 통한 효과적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및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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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통계/지표체계 구축연구개발투자의 성과와 생산성 분석, Nowcasting 등에 유용한 통계
자료의 제공
◦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이슈 제시에 필수적인 체계적 통계체계 구축

대개도국 과학기술 협력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이명진
2008. 1. 1 - 2008. 12. 31

연구의 필요성
◦ 범세계적인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서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해야 할 당
위성및 관련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추진에는 기회요인, 위협요인, 환경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이들을
모두 감안한 전략적 접근방법이 필요함
◦ 지금까지 기존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은 별다른 인정이나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정책적 중
요성도 최근에서야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은 개도국과 한국 양쪽의 과학기술기반 및 역량 강화에 서로 도움
이 되는 호혜적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당위성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대내외 여건 분석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추진전략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추진체제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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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관련 이론 고찰 및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의 종합을 통해 대개도국 과학
기술협력 추진을 뒷받침할 이론적 기반의 강화
◦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공공 및 민간부
문에서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와 관련 실무적 지침 제공
◦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호혜적 대개도국 파트너십(Partnership) 구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에너
지 및 부존자원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과 정치･외교적 동맹관계 확대에 각각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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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포럼
Science & Technology Policy Forum

우리 연구원은 과학기술전반 또는 경제, 산업, 환경 등 과학기술정책에 있어 중요한 분야들에 관
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격주로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본 정책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적인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기술혁신 현황 및 과학기술정책
현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증진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수행자와 정책 연구자 그리고 정책 수립자
들과의 토론을 통해 정책이슈를 반영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교류의 장을 제공하는데
있다.
2007년 한해 동안 우리 연구원은 총 17회의 정기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이 중 2007년 6월 2일에
개최된 제274회 포럼은 ‘과학기술정책 40년의 회고와 전망’ 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사학회와 공
동포럼을 개최하여 과학기술정책의 4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의 미래와 발
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2007년 개최 실적
회차

266

일

자

포 럼 주 제

발표자

New Directions in the United State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avid Cheney 소장
S&T Policy Program,
SRI International

Knowledge Transfer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

박종원 박사
SRI International

2007.03.06

267

2007.03.07

2007년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정 윤 연구개발조정관
과학기술부

268

2007.03.14

2007년도 산업기술정책의 추진방향

안현호 산업기술정책관
산업자원부

269

2007.03.28

2007년도 정보통신기술정책의 추진방향

270

2007.04.04

과학기술혁신과 생산성

271

2007.04.18

Post Catch-up 시대의 기술혁신전략

제3장 2007년 연구관련 활동

유필계 정보통신정책본부장
정보통신부
박기영 교수
순천대학교
송위진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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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낭옥 교수
일본 중국단기대학교

272

2007.05.02

고경력 기반기술자의 퇴직과 활용의 문제

273

2007.05.22

스웨덴의 혁신클러스터 구축전략

박상철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박정희 시대의 과학기술종합계획

송성수교수
부산대학교

274

1980년 정부출연연구소 통합정책에 대한 연구

문만용 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와 과학기술정책

최영락 이사장
공공기술연구회

과학사학자가 본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송상용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2007.06.02

275

2007.06.12

과학문화의 개인적･사회적 차원: 과학문화지표(SCI)의
개발과 적용

송진웅 교수
서울대학교

276

2007.06.21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

이철원 대표이사
Knowledge Works

277

2007.07.11

R&D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 IT분야를 중심으로

정동진 팀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78

2007.07.25

Entrepreneurial Research Networks: Measuring and
Interpreting

279

2007.08.29

HRD와 R&D 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

280

2007.09.19

대형국책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방향

281

2007.10.24

생명공학정책과 최근 이슈

282

2007.12.18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장용석 박사
조지워싱턴대학교
노환진 팀장
교육인적자원부 HRD정책본부
나경환 국책연구본부장
한국과학재단
현병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선화 과학기술보좌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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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경제포럼/혁신정책포럼/기술경영포럼
STEPI Science-Economic Forum / Innovation Policy Forum / Techno-management Forum,

과학-경제포럼
본 연구원의 기술경제연구센터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영향을 확인하고 성장견인을 위
한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 발굴을 위해 과학-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2007년 3월을 시작으로
총 4회를 개최 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의 발제와 토의형식으로 운영되었다.

2007년 개최 실적
일자

포럼주제

발표자
김상국 교수
경희대학교

2007.03.15

WTO, FTA 개방 경제 체제하에서의 한국경제 분석

2007.05.11

정책 실패의 원인과 유형 : Systems Thinking에 입각한 분석

김창욱 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2007.08.20

지식재산권과 경제발전

장하준 교수
캠프리지대학교

2007.12.14

언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차기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제

곽재원 소장
중앙일보

혁신정책포럼
본 연구원의 혁신정책연구센터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산학연
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혁신정책포럼 구성․운영하였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고도화 및 다변화
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 아젠를 개발하고,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문가들 간의 선행적 정책 이슈에 대
해 논의하며, 과학기술혁신정책 분야 전문가들인 포럼 회원들 간의 네트워킹 및 전문성을 교류하
기 위해 개최된 본 포럼은 2007년 총 5회에 걸쳐 개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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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최 실적
일자

포럼주제

발표자

2007.01.26

과학언론과 과학커뮤니케이션

오춘호 기자
한국경제신문사

2007.01.26

국회에서의 법안제정․개정 절차

최승우 비서관

2007.03.30

Open Innovation

2007.03.30

대선정국에서의 과학기술정책 형성 전략

2007.05.28

대형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한국형 성공모델: TDX & CDMA vs. FTTH

2007.08.30

Smithsonian 이야기

2007.11.22

한중일 삼각구도에 대응하기 위한 부품소재발전전략

이철원 대표이사
Kknowledge Works
장현섭 보좌관
이병헌 교수
광운대학교
권기균 부대변인 한나라당
윤문섭 전략기획본부장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경영포럼
본 연구원의 기술경영연구센터는 기술경영 분야에 대한 학문적 발전 도모 및 지식을 교류하고,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통한 기술경영 주요 이슈를 발굴하는 동시에 기술경영전문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
하기 위해 기술경영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20분 주제 발표와 40분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며, 발표 내용은 기술경영분야의 최근 주요
이슈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2007년도에는 총 8회의 포럼이 개최되었다.

2007년 개최 실적
일자

포럼주제

발표자

2007.02.06

기술 R&D 중심기업 우수사례: 카오(花王)

류태수 교수
한양대학교

2007.02.27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이병헌 교수
광운대학교

2007.07.05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개편방안

송중국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경제포럼/혁신정책포럼/기술경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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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2

미국의 기술경영 교육 현황(Berkeley, Stanford 등)

정선양 교수
세종대학교

2007.09.05

사이버공동체에서의 기술혁신 사례(리눅스)

정병선 과장
과학기술부

2007.10.10

서비스 엔지니어링 모색과 과제

박용태 교수
서울대학교

2007.11.07

지식기반시대에 부합하는 기술유출 개념의 재정립

손소영 교수
연세대학교

2007.12.06

중견기업의 R&D투자현황

제3장 2007년 연구관련 활동

김갑수 센터장
한국산업기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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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교류회
Research Communities

우리 연구원은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국･내외 학술고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연구원
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외부 전문가와의 지식공유 및 과학기술정책 관련 공동연구를 활성화 시
키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여러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교류회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기술과진화의경제학 연구회’, ‘과학기술정책 연구회’, ‘혁신클러스터 연구회’, ‘산업기술정
책 연구회’, ‘기술전략 연구회’, ‘공공연구기관정책 연구회’, ‘지식경영 연구회’, ‘전략기술관리정책
연구회’, ‘기술혁신금융법제도 연구회’ 등 총 9개 연구회가 운영되었다.
STEPI 홈페이지 http://www.stepi.re.kr 의 ｢사이버 연구회｣에서 각 연구 교류회에 가입할 수 있
으며 발표된 원고는 사이버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기술과진화의경제학 연구회
목 적
◦ 과학기술과 경제의 상호작용을 연구
∙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 특히 네오슘페터리안적 관점 및 진화경제학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정 및 그 영향을
탐색
◦ 기술과 진화 경제학 관련 연구자들의 교류를 촉진
∙ 매월 혹은 격월 1회 세미나를 통한 Off-line 교류를 통하여 기술과 진화 경제학에 관심을 가
진 연구자들의 모임 활성화

2007년 활동
2007년에는 ‘두 진입자 이점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Open Innovation System과 한국의
혁신체제의 과제’ 등의 주제로 총 5회의 세미나를 STEPI 대회의실 및 서울대학교 호암 생활관에

연구 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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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최하여 기술과 진화의 경제학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2007년의 경우 이
탈리아, OECD 등 해외 연구자와의 세미나를 통해 주요 연구 쟁점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 및 세계
의 혁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내용적으로는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개방형 혁신과 관련한
주제를 비롯하여 기술이전, 중소기업, 선두 진입자의 이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문의 | 배용호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 연구회
목 적
◦ 정책과정과 혁신주체들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분석
◦ ‘정책과정’과 ‘혁신활동’을 규정하는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새로운 제도의 발전방향 제시
◦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주요 과제들과 관련된 연구문제의 설정과 한국적 특수성과 보편적 접근
의 조화를 통한 대안 탐색

2007년 활동
2007년에는 ‘참여정부 예산배분조정’,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조정과정’ 등의 주제로
총 2회의 연구 모임이 추진되었으며, 실제 과학기술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하는 실무자를 초청하
여 관련 연구자들의 집중 토론과 학습의 장으로 발전시켰다.
문의 | 성지은 부연구위원

혁신클러스터 연구회
목 적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 부처 사업 현황 분석 및 비판적 고찰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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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체계 및 혁신클러스터 관련 연구 발표 및 토론
◦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연구단체와의 지속적 교류 촉진

2007년 활동
2007년에는 ‘세계화시대, 지역경제는 어디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의 혁신 사례’, ‘게임소프트
웨어산업의 프로젝트 조직과 지식 교환’ 등의 주제로 총 6회의 세미나를 STEPI 회의실에서 개최
하여 혁신 클러스터에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혁신 클러스터에 관련된 논문으
로 박사학위를 갓 취득한 신진 연구자들의 논문을 소개할 기회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혁신 클러스
터에 관심을 가진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의 참여를 증대시켰다. 또한, 혁신 클러스터에 관련된 정
책 기구에 종사하는 전국의 실무자들의 참여가 증대하여 우리나라 혁신 클러스터의 실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학문적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문의 | 김형주 부연구위원

산업기술정책 연구회
목적
◦ 산업기술정책 및 중소벤처기술정책의 주요 이슈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진단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
◦ 기술정책의 사전기획을 중심으로 한 선행조사 및 공동기획
◦ 기술정책 관련 정책전문가 및 학계 연구자들의 교류
∙ 매월 1회 세미나를 통한 Off-line 교류를 진행,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커뮤니티 형성

2007년 활동
2007년에는 총 11회의 세미나를 한국산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산업기술
정책의 주제별 논의와 함께 제약, 기계, 서비스, 항공우주, 차세대이차전지, 로봇 등 주요 산업기
술 분야별로 기술개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기술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하여 출연(연) 정책
연구기관 연구자 및 정부관료 사이의 합동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산업기술정책에 관한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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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이슈와 자료 및 정보를 토론․공유하고 이를 통해 산업기술의 현장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문의 | 황용수 연구위원

기술전략 연구회
목적
◦ 일류기업의 기술혁신 전략 토의
∙ 국내 주요기업의 최고기술경영자 출신들과 학계 및 연구계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정기적
인 토론을 통해 기술전략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혁신전략 방향을 토의
◦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의
∙ 민간기업 CTO 출신과 관련 연구자들 간에 현장 및 연구계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들이
일류기업으로서의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2007년 활동
2007년에는 총 8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기업경쟁력 강화방안, 암, 에너지 및 환경 연구분야,
나노기술, 소프트웨어분야 등의 기술전략 및 기타 기술전략 관련 이슈들을 주제로 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민간기업 CTO 출신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 연구자들 간의 참여를 통해
현장 및 연구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문의 | 이정원 연구위원

공공연구기관정책 연구회
목적
◦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향후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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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정책현안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교환을 추진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적절한 정책대안 모색
2007년 활동
2007년에는 총 4회의 세미나를 대덕연구단지의 출연연구기관에서 개최하였다. 출연(연) 종사자,
관련전문가, 시민단체(노조 등), 관련 정부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연구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
로써 공공연구기관의 주요 정책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문의 | 장영배 부연구위원

지식경영 연구회
목적
◦ 기업, 공공조직, 지역, 국가 단위에서의 지식관리, 지적자본 측정과 관리 등 지식경영분야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식을 교류하고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한 실천적 전략을 도출하며, 국가차
원의 정책적 대응 전략 및 정책방안 도출
◦ 유럽, 일본, 미국 등 국가 차원에서 지적자본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연구 동향에 관한
학습 및 정보교류
2007년 활동
2007년에는 총 2회의 세미나를 STEPI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우선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의 지
식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ETRI의 지적자본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적자본경영에 대한 내용
으로 개최하였으며, 두 번째로 기업에서의 지식경영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위해 ‘디지털 기
업의 지식경영’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문의 | 이민형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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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관리정책 연구회
목적
◦ 민감한 전략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통제를 위하여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간의 정보/아이
디어 교류, 주요 현안 발굴, 의견수렴 및 협력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
◦ 새로운 차원의 국가전략기술통제체제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출연(연)･대학･기업･정부부처 전
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략기술관리의 장애요인 분석에 관한 정기적 정책간담회의 개최를 통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

2007년 활동
2007년에는 6회의 정기 세미나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회의실, 한국화학연구원 대회의실, 한국
교육문화회관 등에서 개최하여 전략기술관리정책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총 6개 세
미나 중 4회의 ‘국제수출통제 최신동향 발표회,’ 1회의 ‘전략기술자문위원회,’ 1회의 ‘주요 전략기
술에 관한 수출통제의 강화 현황 및 주요 사례’등의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국내외 전문가
들과의 지식정보의 활발한 교환을 통해 전략기술관리정책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
었다.
문의 | 최영식 연구위원

기술혁신금융법제도 연구회
목적
◦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금융의 효율성 증진
∙ 기술금융지원제도가 기업의 혁신전략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연구
∙ 혁신활동에 있어서 기업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의 디자인 방안 탐색
◦ 기술혁신을 위한 공동연구개발의 효율성 증진
∙ 기술의 진화가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고 융합기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연구개발투자액이 증
가함에 따라 단독연구개발 보다는 공동연구개발의 역할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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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탐색

2007년 활동
2007년에는 연구회의 첫 회로서 기술혁신 관련 제도적 인프라 분야를 탐색하고자 운영을 시작하
였다. ‘산학연 공동연구계약의 주요쟁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있어서 공동연구 수행의 법제도적 인프라에 관심을 가진 산학연 주체들을 연계한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특히 STEPI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 풀을 형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문의 | 정승일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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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술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 Symposium

ASEAN+3 S&T Cooperation Roadmap 전문가 워크숍
ASEAN+3 S&T Cooperation Roadmap 전문가 워크숍은 ASEAN+3국의 과학기술협력로드맵
작성을 통해 지역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은 ‘제1회 ASEAN+3 과학영재 전문가회의(The 1st Consultative Meeting for Establishment
of ASEAN+3 Center for the Gifted in Science)’ 의 서브 미팅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ACG 프로그
램 및 운영에 과한 의견 교환, ASEAN+3 국가들의 과학영재교육 로드맵 작성, ASEAN+3 국가
과학영재 정책논의가 이루어졌다.

개최일자

2007년 4월 11일 ~ 12일(2일간)

개최장소

경남대학교

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재)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관

참가자

일본,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을 포함 총 12개국 24명 및 국내 전문가 약 50여명 참가

2007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연구 세미나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연구 세미나는 제1차 한․중․일 과기장관회의(2007년 1월 12일 개최)에서
합의된 정책이슈들에 대해 토론하고 동북아 3국의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안
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2006년도에 개최된 한․중․일 과학기술포럼에 이어 3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두 번째 회의로써, 각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30여명이 참석하여 ‘혁신과 인적자원’,
‘혁신과 경제성장’, ‘과학기술정책 및 R&D프로그램 평가’ 등을 주제로 발표･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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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2007년 5월 16일 ~ 17일(2일간)

개최장소

소공동 롯데호텔

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

참 가 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
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 일본)
중국과기발전촉진연구중심(NRCSTD, 중국)
중국과학원과기정책․관리과학연구소(IPM, 중국)

2007 STEPI 국제 심포지엄
2007년 STEPI 국제 심포지엄은 5회째를 맞이하였다. 본 회의는 본 연구원의 주관 하에 기술혁신
및 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개
최되고 있는 국제학술행사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STEPI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으로서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주제
로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혁신과 경제성장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혁신과 고용창출(Innovation and Job Creation), 혁신과
소득분배(Innov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및 혁신과 사회복지(Innovation and Societal
Well Being)의 네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개최일자

2007년 5월 31일(목)

개최장소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주

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

제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효과
(Socio-economic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hiro Watanabe 교수(일본 도쿄공업대), Jonathan Mathews 교수(호주 맥퀘리 경영대학원),
신태영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Thomas Andersson 교수(스웨덴 욘코핑대), Pascal

발표자

Petit 교수(프랑스 노드대), 하태정 부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허재준 선임연구위원(한국
노동연구원), Susan Cozzens 교수(미국 조지아공대), 서중해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Judih Sutz(우루과이대), 권순교 교수(한양대), Kaye Husbands 자문관(미국 국립과학재단)

공식홈페이지

http://symposium.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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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과기협력 고위급 정책포럼
한･중 과기협력 고위급 정책포럼은 양국의 과학기술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협력 방안을 타진할 뿐
만 아니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 활성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2007년도에는 그간의 양국의 과학기술협력 회고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본 회의는 ｢한･중 과학기술협력주간｣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한중 과기교류성
과 사진전을 병행하여 개최하였다.

개최일자

2007년 7월 3일(화)

개최장소

중국 북경시 조어대(釣魚臺)

주

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중국과기촉진발전연구중심

후

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중과기협력센터

주

제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회고와 전망

참가기관

과학기술부(MOST, 한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한국), 해빛정보(한국) 등 국내 참가자 약 50명
과기부 국제합작사(중국), 중국과기촉진발전연구중심(NRCSTD, 중국),
중국과학원(CAS, 중국), 위해시(중국), 중국삼성통신연구원(중국)

2007 서비스 사이언스 심포지엄
2007 서비스 사이언스 심포지엄은 서비스 사이언스(SSME)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의 커리
큘럼 개발 과정,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 향후 발전 방향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토의하
며, 교과과정 보강 및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대학들에 서비스 사이언스(SSME)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새로운 학문의 발전을 통한 서비스 혁신의 모색｣이라는 주제 아래 ‘서비스 사이
언스’, ‘서비스 사이언스 교육과 연구’, ‘한국 서비스 사이언스의 발전 방향’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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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2007년 8월 22일(수)

개최장소

신라호텔 영빈관

주

최

한국IBM,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비스사이언스전국포럼

주

제

새로운 학분의 발전을 통한 서비스 혁신의 모색

참석자

서비스 사이언스(SSME) 학과 개설 대학 교수진 및 전문가
인적자원 양성 관련 기관 관계자 등 약 150여명

한국-프랑스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본 세미나는 과학기술혁신제고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양국의 정책비교 및 상호학습의 장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2007년도의 세미나 주제는 ‘신 과학기술 및 혁신행정체제’, ‘과학기술혁신진흥을 위한 성공요소’,
‘나노기술’의 3가지 주제로 나뉘었으며, 이 중 두 번째 세션은 한국과 프랑스의 과학기술인력혁신,
평가시스템 등의 내용을 소주제로 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 하였다.

개최일자

2007년 9월 20일(목)

개최장소

밀레니엄 힐튼 호텔

주

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주한프랑스대사관

주

제

신 과학기술 및 혁신행정체제, 과학기술혁신진흥을 위한 성공요소, 나노기술

참가기관

관련분야 국내전문가 및 프랑스 전문가 약 50여 명

국제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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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

2007 APEC R&D 관리 교육 프로그램[2007 APEC R&D Management Training
(ART) Program]
APEC R&D 관리 교육 프로그램은 APEC 회원국의 공무원, 산업체, 연구소 등의 인력을 대상으로
R&D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1996년 서울에서 열렸던 제2차 ｢APEC
과학기술 장관회의｣의 후속조치인 ‘APEC 과학기술 네트워크(ASTN)’ 사업의 일환으로써, APEC
회원국간 R&D 관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역내 연구개발 역량의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본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관리·경영에 관한 강의 및 토론, Team Meeting, 산업시찰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교육주제는 ‘국제 과학기술 네트워크(International S&T Network)’이며, 총 12개 회원국
22명이 참가하였다.

개최일자

2007년 3월 5일 ~ 10일(6일간)

개최장소

부산 APEC 하우스, BEXCO

참가회원국
주

관

홈페이지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태국, 베트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http://astn.stepi.re.kr

2007 과학기술정책 연구과정[2007 Technology and Policy(TAP) Training
Program]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은 우리 연구원이 기획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재정을 지원하여 아
시아 태평양 및 동구지역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결정자들에게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상과 정책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연수 참가국의 과학기술발전과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

제3장 2007년 연구관련 활동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Annual Report 2007 179

되고 있다. 그리고 과정을 통해 참가국들과의 선린우호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우호적인 인사 저변을
확대하여 향후 국가 및 기관 간의 과학기술협력 및 산업협력 네트워크의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과정은 국내 정부, 대학, 연구소 등의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를 강사로 하는 이론 강의와 토론,
국별보고,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 등의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과정에는 총 9개국
11명이 참가하였다.

개최일자

2007년 8월 16일 ~ 9월 1일(17일간)

개최장소

국제협력연수센터(ICTC)

참가국

캄보디아, 콜럼비아, 콩고, 이라크, 카자흐스탄, 수단,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국제협력단(KOICA)

최

국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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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고서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연구자

2006.12.01~2007.02.28

공공연구부문에서의 기술상용화 메커니즘의 비교분석과 활용전략

최재철

2007.04.01~2007.08.31

기술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공공기술구매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변혜영

2007.04.01~2007.08.31

줄기세포 연구의 경쟁력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비교정책연구: 영국과 싱가폴의
이명화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007.04.01~2007.08.31

지식확산효과와 연구개발 효율성이 기업들의 지리적 집적과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조유리
효과에 관한 모형 연구

2007.04.01~2007.08.31

정치와 과학기술의 관계에 관한 정치인의 인식에 있어 한국적 특수성 분석: 정기국회
김정부
대정부질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2007.04.01~2007.08.31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성의 역할

김병윤

2007.04.01~2007.08.31

퍼지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을 이용한 지역혁신역량지수의 도출

허재용

2007.04.01~2007.08.31

IT 혁신제품 및 서비스의 지속사용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강영식

2007.04.01~2007.08.31

국가혁신체제에서의 국가의 역할 연구: 미국과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이석민

2007.04.01~2007.08.31

생명공학기술혁신에서의 집단간 차이 변수의 정책적 함의:약물유전체학과 맞춤형 의료를 중심으로 안성우

2007.04.01~2007.08.31

한국 산업의 지역별 소득불균형 분석과 산업의 성장 및 성과에 대한 영향력 연구

김윤희

2007.04.01~2007.08.31

나노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사례 조사: 유럽 주요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성수

2007.04.01~2007.08.31

기업집적(clustering)과 기업의 기술혁신

이창양

2007.04.01~2007.08.31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 과학기술인력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박명수

2007.04.01~2007.08.31

벤처기업 평가 틀의 분석 및 벤처기업 평가 개선방안

조형래

2007.04.01~2007.08.31

유럽연합의 ‘사회속의 과학’ 주요사업 분석을 통한 국가 과학문화정책의 시사점 도출방안 연구 조숙경

2007.04.01~2007.08.31

한국 과학기술 정책네트워크의 특성분석: 관료주도 정책결정시스템의 원인과 대안

김성수

2007.04.01~2007.08.31

새로운 기술수준 측정 방법론 개발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박병무

2007.04.01~2007.08.31

산·학·연 협력에서 기술혁신 기업의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사례

이미경

2007.04.01~2007.08.31

개방형 기술혁신을 위한 산업별 혁신 네트워크 구축전략 수립

김성홍

2007.04.01~2007.08.31

한국의 과학기술장기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

송성수

2007.04.01~2007.08.31

R&D Contests with Externalities in Prizes and Costs

이상학

2007.04.01~2007.08.31

산학협력 증대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구조적, 문화적, 행위 차원의 분석 한경희

2007.10.01~2007.12.3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발전 방안: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이성로

2007.11.01~2007.12.31

성과지표 온라인 서비스 구축 사업에 관한 연구

김대철

2007.03.15~2007.11.14

과학기술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정치 패러다임 모색

정복철

2007.07.01~2007.12.31

정부의 기술발전리더십 재설정 방향 조사연구

함성득

2007.08.20~2007.12.19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GPN(Global Product Network) 참여유형 연구

김윤명

2007.05.11~2007.12.10

광주첨단지구 지역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박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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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보고서

연구기간

보고서
번호

보고서명

연구자

2006.04.26~2007.01.25

07-01

한 미 FTA 과학기술분야 대응방안 연구

하태정

2006.09.28~2007.01.27

07-02

성남시 전략산업 선정 및 활성화 방안

윤문섭

2006.05.01~2007.01.31

07-03

정부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최근 동향 및 투자방향 분석

박재민

2006.05.01~2007.01.31

07-04

정부지원 이공계인력 양성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

박명수

2006.12.01~2007.01.31

07-05

지방 R&D 예산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박동배

2006.02.10~2007.02.09

07-06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및 산하작업반 활동에 관한 조사 분석

신태영

2006.11.15~2007.02.14

07-07

서울시 산업분류 개편방안

하태정

2006.08.21~2007.02.20

07-08

글로벌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

김기국

2006.07.01~2007.02.26

07-09

심해저 광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

황석원

2006.12.08~2007.03.07

07-10

특구육성사업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연구

김왕동

2006.12.22~2007.03.21

07-11

융자원금회수 이자수입 추계 모델 개발 및 수입예산 전망

장진규

2006.12.29~2007.03.29

07-12

대덕특구글로벌환경현황및잠재유치대상실태조사연구

김기국

2006.10.09~2007.03.30

07-13

한수원㈜ 사내 기술지도 작성 및 지적재산권 관리 개선방안

장진규

2006.04.01~2007.03.31

07-14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제 도출 및 북한과학기술연구회 운영

이춘근

2006.08.01~2007.03.31

07-15

에너지 자원분야 인력 수급실태분석

엄미정

2006.05.01~2007.04.30

07-16

제 2기 암정복 10개년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부문 세부 실천계획 수립

이정원

2006.08.21~2007.04.30

07-17

ASEAN 회원국과 과학기술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이명진

2006.12.15~2007.05.14

07-18

한EU FTA 과학기술분야 대응방안 연구

송치웅

2006.10.20~2007.05.31

07-19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기본사업 및 협동사업 연구성과 활용도 분석

이광호

2007.01.01~2007.05.31

07-20

미래유망 파이오니아사업을 위한 융합기술연구 추진전략

황정태

2007.01.02~2007.06.30

07-21

포항첨단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 타당성 연구

안두현

2007.02.08~2007.07.07

07-22

IT 융자 사업 성과 분석

장진규

2007.02.26~2007.07.25

07-23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산업의 정책적 경제적 효과

장진규

2007.01.01~2007.07.31

07-24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중장기발전방안

이광호

2007.01.01~2007.07.31

07-25

4+9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 성과분석

이정협

2007.05.14~2007.08.13

07-26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설비투자 확대 방안 연구

김병우

2006.12.27~2007.08.26

07-27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종합계획수립 연구

조황희

2007.03.02~2007.08.31

07-28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전략 방향

이정원

2006.11.01~2007.08.31

07-29

산학협력 기술인력양성 우수모델 개발

엄미정

2007.04.13~2007.09.12

07-30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수익모델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임채윤

2007.02.09~2007.09.24

07-31

국내 국방기술과 민수기술간의 상호 파급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이재억

위탁보고서 / 수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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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2007.09.30

07-32

서비스과학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조황희
이우성

2007.05.30~2007.10.15

07-33

세계일류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안두현

2007.04.26~2007.10.25

07-34

청년층의 숙련 불일치와 직장 이동

엄미정

2007.05.17~2007.10.31

07-35

기본연구사업 성과제고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민형

2007.06.27~2007.11.25

07-36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안두현

2007.07.26~2007.11.25

07-37

경기도 산업비전 전망과 경기도 혁신 클러스터 육성 전략

이정협

2007.04.13~2007.11.30

07-38

과학기술진흥기금 존치 및 국채상환방안에 관한 연구

장진규

2007.07.01~2007.11.30

07-39

미생물산업의 국가 연구개발 전략

민철구

2006.09.29~2007.12.04

07-40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 PART 1

홍사균

2007.05.10~2007.12.09

07-41

원활한 전략거점 조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 활성화 방안

이정협

2007.06.21~2007.12.15

07-42

웹 2.0 시대의 과학기술전략

하태정

2007.08.16~2007.12.15

07-43

FTA 체결이 과학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하태정

2007.04.17~2007.12.16

07-44

한국과학기술행정 40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황용수

2007.07.01~2007.12.27

07-45

기초과학 연구진흥을 위한 이과대학 육성방안

이우성

2007.04.23~2007.12.27

07-46

제 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배용호

2007.03.01~2007.12.31

07-47

국가연구개발시스템에서의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 개선

박기범

2007.09.01~2007.12.31

07-48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빔 이용과 장치응용분야 2단계 성과분석
및 3단계 기획 연구

황석원

2006.10.01~2007.12.31

07-49

저명과학기술자 네트워크 사업

이명진

2007.06.01~2007.12.31

07-50

한중과학기술협력프로그램 도출 연구

김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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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과학기술정책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나 기술혁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현안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과학기술 관련 정책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기업의 기술혁
신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는 격월간지이다.
내부 연구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논문을 투고 받고 있다.
문의 | 정수정 (02-3284-1893 chungsj@stepi.re.kr)

2007년도 발간 현황
1/2월호(통권 162호)
분야

제목

칼럼

선진통상국가 시대의 과학기술

홍유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경제연구소장

과학기술 글로벌화 추진의 비전과 과제

지태홍

정책초점

저자

소속 및 직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과학기술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 일본과 중국 사례 곽재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과학기술분야 글로벌화의 기본 관점과 전략

박종오 기업기술연구원 원장

글로벌 분업구조의 재편과 혁신 클러스터 육성전략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과학기술문화 창달 방안 제언

김동화 한국과학문화재단 과학문화연구소장

논단

해외동향 핀란드 혁신체제 전환과 국제화

자료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9차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 국제회의(PCST-9)개최결
조숙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홍보위원
과 및 의의
글로벌화와 개방형 혁신 대응 정책 동향

연구노트 EU의 EGNOS 구축 사례와 시사점

김은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한재현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찬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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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호(통권 163호)
분야
칼럼

제목

저자

소속 및 직위

전략적 기술제휴로 동반성장을

홍유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경제연구소장

글로벌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

나인광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서기관

한국의 EU-Framework Programme-7 참여방안

김세용

세종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EU Framework Programme 회원국 대우 참여의 문제점

송충한

한국과학재단 성과관리실장

한․EU FTA:과학기술협력 분야

김진숙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과학기술의 세계화와 그 정책적 함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와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송원근

동서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준호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위원

정책초점

논단

자료

연구노트 다국적 기업연구소의 입지 선정 그리고 대학

5/6월호(통권 164호)
분야
칼럼

정책초점

제목
정보.지식.행동의 공유를 촉진하자
Ubiquitous 환경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 정책의 역할과
시사점
모바일 OS(Operating System) 발전 방향

논단

저자

소속 및 직위

홍유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경제연구소장

손혁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제갈병직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양용석

국회 유승희의원실
과학기술정책비서관

서정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前연구원

텍(TeX)을 이용한 한글 문헌 처리

김강수

한국택학회 부회장

미래를 여는 방사선 의료기기

채종서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원

불평등지수(Inequality Index)와 다극화지수(Polarization
Index)

김현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사선 기술의 사회적 활용과 인간생활

해외동향 중국의 혁신 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검토

자료

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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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호(통권 165호)
분야
칼럼

제목

저자

소속 및 직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경제연구소장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과 기술혁신

홍유수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소고

박상문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제언

심상규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정승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책초점 사업들의 현황과 개선방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김주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방향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연구와 시사점
해외동향

독일 중소기업의 고민과 대응전략:자동차부품
이문호 노동혁신연구소 소장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제조업의 인력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연구노트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광문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 행정사무관

정책통합의 이해와 구현방안:핀란드의 기술혁신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과 환경정책의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식재산권 증권화를 위한 탐색연구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9/10월호(통권 166호)
분야
칼럼

제목

저자

소속 및 직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경제연구소장

국가혁신체제의 혁신

홍유수

왜 지속가능발전인가?

유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속가능사회 실현전략과 과학기술정책

강영진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

지속가능환경과 과학기술

김종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과학기술은 지속가능한 행복경제 달성에 양날의 칼

조승헌 생명과평화를위한 환경연구소장

정책초점

해외동향

CIPAST 제2차 훈련워크숍 참가 보고‘시민숙의’
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의 설계와 조직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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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삶의 질과 과학기술

강희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식정보팀장

과학기술인력양성과 과학기술문화 활동

김동화 한국과학문화재단 과학문화연구소장

특허로 살펴본 국내 융합기술의 과학기반 특성

황정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1/12월호(통권 167호)
분야

저자

소속 및 직위

지식기반경제와 아시아의 미래

홍유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경제연구소장

서비스 사이언스를 통한 서비스 혁신 정책방향

장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서비스 사이언스 현황과 전망

배영우
변정애

한국 IBM 유비쿼터스 컴퓨팅연구소 실장
한국 IBM Service Quality Assurance 실장

서비스 사이언스와 IT서비스 산업의 미래

신재훈

삼성 SDS 전락기획그룹 그룹장

국방분야의 서비스 사이언스 적용 방향

최종섭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서비스 사이언스와 금융서비스 혁신

정철용

금융감독원 정보시스템 실장

논단

서비스 사이언스 이해를 위한 이론적 틀과 서비스 혁
신

김용진
남기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해외동향

SSME Teaching and Research at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Steven
G.Allen

Professor
North Carolina State Univ.

자료

서비스 시스템,서비스 과학자,서비스 사이언스와 혁신

칼럼

정책초점

제목

제4장 2007년 기타 연구 실적

폴 마질리오
외3인,
장병열 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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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이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경제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
하기위에 원내 과학기술정책이슈 위원회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관련한 현안이슈를 분석
한 리포트이다.
문의 | 홍정임 (02-3284-1840 jnhong@stepi.re.kr)

2007년도 발간 현황
통권

제목

저자

발간일

제1호 정부 R&D 100억달러 시대의 쟁점: 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 STEPI 정책이슈분석위원회

2007.01.02

제2호 R&D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이우성 / 윤문섭

2007.02.26

제3호 R&D투자와 설비투자

김병우

2007.04.12

제4호 한미 FTA와 제약산업의 활로

김석관

2007.05.14

제5호 중소기업의 脫추격형 기술혁신 전략

송위진

2007.06.08

제6호 기업의 R&D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송종국

2007.12.14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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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현황

설립목적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
책의 수립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

연혁
1987.01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 설립

1993.05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

1999.0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사회연구회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설립 확정

1999.0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이관

1999.04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산업기술정책연구 기능 인수

1999.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출범

VISION

기술혁신기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
World Center of Excellence in Innovation Policy Research

발전방향
◦ 정부정책수립에 필요한 대안을 적시에 공급하는 연구기관
◦ 산･학･연･관 관련 전문가간 연계 및 협력 거점기관
◦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제5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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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STEPI 2007(Highlights o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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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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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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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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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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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STEPI 연구보고서 발간목록(1987~2007년)
1987년
 정책연구
1987-01
1987-02
1987-03
1987-04
1987-05
1987-06
1987-07
1987-08
1987-09
1987-10
1987-11
1987-12
1987-13
1987-14
1987-15

과학기술예측 '87: 1986-2005
기술개발지원 금융제도 개선방안
산학연협동연구촉진을 위한 방안수립연구
중등과학교육의 국제비교 연구
과학기술 특별회계 설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과학기술발달사에 관한 연구: 전기분야
우리나라 과학기술발달사에 관한 연구: 섬유분야
신기술 제품시장 수요조성 및 연구개발자를 위한 유인제도
이업종교류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초중고등학교 컴퓨터교육 실천방안 연구
환태평양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및 추진방안
지방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및 재정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고도기술산업 집적도시의 건설방향과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연구
잠재적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적 우월성 추구를 위한 중등 과학교육의 국제비교와 강화방안

최희운
이만기
최동규
박승재
지청
김동일
김동일
윤정한
윤정한
성락도
최종기
김동건
강병기
김세원
박승재

김성희

최희운
최희운

최희운

 조사자료
1987-01
1987-02
1987-03

끝없는 기술혁신의 프론티어
과학기술정책토론회 보고서
과학기술투자관련 현안과제

1988년
 정책연구
1988-01
1988-02
1988-03
1988-04
1988-05
1988-06
1988-07
1988-08
1988-09
1988-10

제5장 부록

과학기술투자의 흐름분석과 전망
선진국진입을 위한 국민운동으로서 과학화운동 추진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투자촉진을 위한 기술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투자 GNP 대비 5% 확대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해양개발 추진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해양기술도시 건설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한독기술협력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제도가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술과 경제의 상호연관에 관한 연구
생산자동화기술의 진전확산과 고용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활용체제 구축 방안 연구: 대통령과학기
술자문기구를 중심으로

박승재
김일철
박은희
최석식
홍승용
김적교
신의순
김영우
김병목
김병목

전도일
윤인섭

정갑영

최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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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1
1988-12
1988-13
1988-14
1988-15
1988-16
1988-17
1988-18

이공계대학의 연구능력 신장과 연구인력활용연구
2000년대를 향한 동북아시아의 기술경제협력
서남권 과학 산업연구단지조성에 관한 연구: 광주직할시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투자유인을 위한 정부규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과 바람직한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고도 과학기술 사회실현과 청소년 과학화산업에 관한 연구
출연연구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80년대 과학기술주도 정책의 발전성과와 최고관리층의 역할

전용원
최종기
송인성
박병무
백완기
김기형 이군현
유성재 현원복
강신구

 연구기획평가보고
1988-01
1988-02
1988-03
1988-04
1988-05
1988-06
1988-07
1988-08
1988-09

’86 산업 및 공공기술개발과제와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심의 및 평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향 연구
국가적 핵심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심층조사연구
산업 및 공공기술개발과제와 국제공동연구 및 목적기초연구과제 심의 및 평가결과 분석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타베이스 개발연구(1차)
첨단기반기술의 기술연관분석 및 사전조사연구
전국 공동이용 기초연구소 설립 조사연구
기초연구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연구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법적방안에 관한 연구

최희운
최희운
이종욱
최희윤
홍순기
홍순기
이종욱
홍순기
홍순기

박재혁
홍순기
박재혁
최희운
최희운
조병하
박태원
송상현

 조사자료
1988-01
1988-02
1988-03
1988-04
1988-05
1988-06
1988-07
1988-08
1988-09
1988-10
1988-11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건조사: 일본의 연구개발자금 확보에 관한 분석
미국의 "1987년 기술경쟁력법": 미의회청문회 보고서
주요국의 산업기술개발정책 동향
기술변화와 경제정책: 새로운 경제 및 사회적 배경의 과학기술
중국과학기술백서
국제경쟁력의 기술적 차원
미국의 과학정책사: 1940-1985
일본의 대형프로젝트 현황과 성과(1988)
1987년도 과학기술정책 주요동정
영국 산업기술혁신투자정책의 전개과정 1960-1985
연구평가의 방법에 관한 조사

1989년
 정책연구
1989-01
1989-02
1989-03
1989-04
1989-05

과학관 네트웍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기술이전의 환경과 전략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인사 및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권의 형성과 한국의 기술분업전략연구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분석 평가 및 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형만
김종범
김식현
김영호
배정린

연도별 STEPI 연구보고서 발간목록(1987~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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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6
1989-07
1989-08
1989-09
1989-10
1989-11
1989-12
1989-13
1989-14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과학기술 21세기의 모임
국제박람회 과학기술 전시 기본구상 및 테마설정에 관한 연구
기술용역산업의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체계에 관한 연구
소프트웨어 장기발전계획
기술마찰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혁신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전자정밀화학산업의 사례연구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효율적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 과학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국민연구공동체 구축방안 연구

김병목
신언학
한갑수
정근모 백창현
이경환
이가종 김병목
백창현
배동우
홍유수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과학기술지표개발을 위한 탐색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과학기술 통계작성 현황 조사연구
연구기관의 경영정보시스템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한정화
김병목
이종욱
박재혁
김계수

 연구보고
1989-01
1989-02
1989-03
1989-04
1989-05

 연구기획평가보고
1989-01
1989-02
1989-03
1989-04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타베이스 개발에 관한 연구(2차)
’88 산업 및 공공기술개발과제와 국제공동연구 및 목적기초연구과제의 심의 및 평가결과 분석
국책연구개발사업 '89 및 '90년도 세부추진계획수립연구
우주첨단기술 올림픽 개최 기본구상

 조사자료
1989-01
1989-02
1989-03
1989-04

1989년도 일본의 산업기술정책
캐나다의 산업기술정책
유럽의 산업기술정책
1988년도 과학기술정책 주요동정

 정기간행물
과학기술정책 제1권 1호(창간호)
과학기술정책 제1권 2호

제5장 부록

박재혁
홍순기 박재혁
윤문섭
박재혁 오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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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정책연구
1990-01
1990-02
1990-03
1990-04
1990-05
1990-06
1990-07
1990-08

국방연구개발과 민간연구개발의 연계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 전망과 이에 따른 과제도출 및 과학기술정책개발
전국토 기술 지대망화 추진 구상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생산기술 시스템과 전략에 관한 조사 연구
비디어텍스를 이용한 지역 정보맘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기술공동체(ETC)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유럽공동연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00년대 과학기술정책기조형성을 위한 탐색연구
기초연구와 산업기술연구의 연계방안

김철환
이한빈
김안제
김기영
정기동
최영식
김동현 김병목
정상율

 연구보고
1990-01
1990-02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의 형태와 경제효과(1): 한국기업의 기술개발 형태와 성과를 중심으로
첨단생산자동화기술의 성공적인 활용화 전략

홍유수
김일용 정태윤

 연구사업: 수탁연구
1990-01
1990-02

연구개발평가모형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EC통합에 따른 과학기술협력분야 실무대책반의 세부업무추진계획

윤문섭
최영락

 조사자료
1990-01
1990-02
1990-03
1990-04
1990-05
1990-06
1990-07
1990-08
1990-09

일본과학기술백서 1989년
동구의 과학기술 현황(1):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편
동구의 과학기술 현황(2): 헝가리, 동독 편
동구의 과학기술 현황(3):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편
미국의 산업기술개발정책
미국의 첨단기술동향
초전도 재료의 기술동향
1989년도 과학기술정책 주요동정
R&D Policies in West Germany and Their Evaluation: Overview Selected Case Studies and
Compaisons to Korea

 정기간행물
과학기술정책 제2권 1,2호(합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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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정책연구
1991-01
1991-02
1991-03
1991-04
1991-05
1991-06
1991-07
1991-08
1991-09
1991-10
1991-11
1991-12
1991-13
1991-14

과학기술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기술개발능력의 축적과정과 정책대응(1): 신흥공업국의 기술변화과정과
주요정책수단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주요기술 집약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동서독 통일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 통합전략과 분석
우루과이 라운드와 과학기술정책의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장기파동과 신기술의 국제확산: 장기파동이론의 한국에의 시사점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기술선택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민간기업의 효율적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사례연구
정보출연연구기관의 관리회계시스템: 출연금 공급구조와 R&D 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수습전망 및 양성대책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과학기술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투자의 산업부문간 흐름과 직간접 생산성 증대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태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발전현황과 우리나라와의 기술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김갑수
장영배

거시경제 예측모형과 기술혁신
반도체기술 발전을 위한 자체 기술능력 축적에 관한 연구: 기억소자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책임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경쟁력과 기술변화
한국산업의 기술종속과 자립의 전망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의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국내산업기술예측을 위한 사전 조사연구(1): 기술예측기법 개발을 중심으로
기술개발투자의 산업성장 기여도 분석에 관한 연구

김영우 외
최영락
김계수
김은영
김환석 장영배
최영락
홍순기 외
홍순기

서근태 정의광
박성조
유 영
김환석
양희승
김일용
김계수
김지수
최영식
홍순기 홍사균
김환석
배종태

 연구보고
1991-01
1991-02
1991-03
1991-04
1991-05
1991-06
1991-07
1991-08

 연구기획평가보고
1991-01
1991-02
1991-03
1991-04
1991-05
1991-06
1991-07
1991-08
1991-09
1991-10
1991-11

제5장 부록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관한 연구(3차)
’89 산업 및 공공기술개발과제와 국제공동연구 및 목적기초연구과제의 심의 및 평가결과
분석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82-'89)
특정연구개발사업의기술수요및용도별시장예측에관한연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요 및 용도별 시장예측에 관한 연구: 기술경제부문 총괄연구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고생산성 농축신물 및 무공해 생물농약 개발
및 고효율 가스터빈 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시장 수요조사
초고속･초고집적 GaAs 화합물 반도체 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시장 수요조사
초정밀 가공기 개발 및 레이저기술 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시장 수요조사
공업화 공정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시장 수요조사
소재공정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시장 수요조사
컴퓨터를 이용한 통합생산자동화기술과 선박설계생산 전산시스템 기술에 관한 기술시장
수요조사

윤문섭 홍사균
김두환
윤문섭
김두환
홍순기
김완민
임기철
장홍근
이강일
박태기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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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
1991-13
1991-14
1991-15

기능성 화학물질의 연구 및 다발성 난치병 퇴치를 위한 생물학적 의학연구과제에 대한
기술시장 수요조사
지능형 컴퓨터 개발 및 S/W 자동생산 공정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시장 수요조사
연구기획 및 평가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문인력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
연구개발 및 평가인식 조사와 '90 과제평가 개선방안 연구

김세권

국가적 주요 과학기술정책동향에 관한 분석/연구

정성철

오재건
김두환
윤문섭

 수탁연구
1991-01

 조사자료
1991-01
1991-02
1991-03
1991-04
1991-05
1991-06
1991-07

유럽의 과학기술 협동연구: 영국의 과학자 및 기술 공학자를 위한 지침서
테크노헤게모니
과학기술활동의 Globalization의 진전과 일본의 과제
정부연구기관의 위상과 역할
1990년도 일본 과학기술백서
과학기술정책연구소 보고서 초록집
21세기를 대비한 과학기술정책과 창의성 개발

 정기간행물
과학기술정책 제3권1,2호(합본호)
과학기술정책동향 제1호(창간호) - 제15호

1992년
 정책연구
1992-01
1992-02
1992-03
1992-04
1992-05
1992-06
1992-07
1992-08
1992-09
1992-10
1992-11
1992-12
1992-13

기술혁신과 정부역할 정립을 위한 연구
정부부문의 과학기술투자 확대방안 연구: 과학기술목적세 및 국채발행을 중심으로
남북한 과학기술교류의 가능성 및 협력방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 전망과 주력기술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의 좌표설정과
향후 진로탐색을 위한 Technology portfolio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체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외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잠재력 파악을 위한 인력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환경문제의 국내외 현황과 기술정책적 대응
한국정보처리산업 실태와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고도기술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과 향후 전망
기술혁신과 노사관계에 대한 한국, 일본, 스웨덴의 국제비교 연구: 자동차산업의 사례분석
한-EC간 과학기술 협력의 구체방안 연구
금융혁신과 기술금융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을 위한 정당 역할의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정당의 과학기술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윤재풍
송종국
김병목
신태영
김동현
박재혁
임기철
전홍강
김상권
김환석
정성철
김광두 정운찬
최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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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4
1992-15

한･소협력 효율화 공동조사 연구
일본의 기술체계 발전모델과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연구

정성철
안충영

주요지표를 통한 한국과 선진국의 정보화 수준 비교연구
중장기 기술예측을 위한 사전 예비조사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투자 및 상업화 촉진제도의 효과분석 모형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첨단산업의 지적소유권 전략
국제기술환경의 변화와 신기술질서의 형성 움직임
기술금융의 제도적 확립과 발전방향
국방 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정근하 김치용
오재건 정근하
장진규
박동현
박용태
김선근
홍성범

 연구보고
1992-01
1992-02
1992-03
1992-04
1992-05
1992-06
1992-07

 연구기획평가보고
1992-01
1992-02
1992-03
1992-04
1992-05
1992-06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 및 연구결과평가와 종합분석('90)
정부출연(연)의 기관운영평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90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차 및 최종평가와 결과 종합분석
’90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연차 및 최종평가와 결과 종합분석
’92 특정연구개발사업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사업
’92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및 관리/평가사업에 관한 연구

최희운
최희운
김계수
김계수
심상철
심상철

 (한･러 협력사업)국제협력보고
1992-01
1992-02
1992-03
1992-04
1992-05
1992-06
1992-07
1992-08
1992-09
1992-10

C-TV용 Saw Filter기술
메타놀 자화효모 이용기술
동적다이아몬드 합성기술
청색 발광용 Electroluminescent Display
Videoendoscope System 기술
가스터빈 부품 복합 코팅기술
폭발충격파의 공업 이용기술
폭발에너지의 산업화 이용기술
레이저를 이용한 대기오염탐지기술
박막제작용 이온 Sorce 제작기술

정현진
이상기
이확주
김형곤
안효석
은광용
최연석
문정기
안규홍 문길주
고석근 정형진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시행방안 연구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생산성 제고방안

김병목
임기철

 수탁연구
1992-01
1992-02

 조사자료
1992-01
1992-02
1992-03

제5장 부록

2000년의 세계
일본 2000년
일, 미, 구주의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의식의 비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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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4
1992-05
1992-06
1992-07
1992-08

과학기술 그리고 미국 국회의 역할: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원기능
기술개발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정책자금의 지원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지구환경 문제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계 과학기술정책 기조의 전환 움직임: Mission-oriented Technology Policy와
diffusion-oriented technology policy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National Technology Capability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ome New Empirical Evidences

 정기간행물
과학기술정책 제4권 1호
과학기술정책 제4권 2호
과학기술정책동향 제16호-제45호

1993년
 정책연구
1993-01
1993-02
1993-03
1993-04
1993-05
1993-06
1993-07
1993-08
1993-09
1993-10
1993-11
1993-12
1993-13
1993-14
1993-15
1993-16
1993-17
1993-18
1993-19
1993-20
1993-21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의 생산비와 물가에 대한 효과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미국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사례분석 연구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분석:TDX, TICOM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관련 인적 자원의 조사연구 및 능력개발 기능 체계화 방안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재편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과학관과 EXPO 시설의 연계방안 연구
대일 기술의존 개선을 위한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중 과학기술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제재력의 개발체제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종합낙찰제의 개선 및 대상품목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선진화와 기술사 역할강화 방안
국가경쟁력 향상방안 연구
성두산 자연학습원 조성 기본계획
소프트웨어의 기술성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생산 기술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연구개발과 생산의 연계
시스템 구축
정부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사례 비교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연구개발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행정체제 연구
국내 연구개발조직의 육성과 상호연관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최영락
이도성 남준우
김학수
이재억 외
김신복
정정길
김수용
최희운 윤문섭
최영명
송병남
김병목
권영완
강신호
정병숙
정성철
정지곤
김연태 이주현
김일용
황용수
김신복
조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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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
1993-01
1993-02
1993-03
1993-04
1993-05
1993-06
1993-07
1993-08
1993-09

기술혁신 지향적 정부공공 구매제도의 확립방안 연구
중장기 기술예측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비교연구: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공업기술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공공연구기관의 인력관리와 노사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소련 및 동구 기술시장을 통한 한국기업의 기술획득방안 연구
기술개발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모형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우주개발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타임카드제도의 사용실태 분석: 정부출연연구소의 효율적인 연구관리를 위하여
첨단생산기술(ATM)의 전략적 분류: 산업전략 기술개발 기술활용의 계층구조를 중심으로

송종국
신태영 박재혁
이장재
김환석 이영희
김완민
정성철 장진규
김두환
남영호
박용태

 연구기획평가보고
1993-01
1993-02
1993-03
1993-04
1993-05

연구 프로젝트 관리교육체제 구축 및 운영
한국전통기술의 특화를 위한 사전조사 연구기획사업
’93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사업
일본 광공업 기술연구조합과의 기술협력방안 조사연구
한/미간 산업기술협력방안 연구: 양국간 전략적 기술동맹을 중심으로

김일용
은희준
한문희
최희운
정성철

 (한･러 협력사업)국제협력보고
1993-01
1993-02
1993-03
1993-04
1993-05
1993-06
1993-07
1993-08
1993-09
1993-10
1993-11

러시아 첨단 기술 전시회 후속 조사단 결과보고서
러시아 유명대학 과학기술현황 조사사업
열전재료제조 및 Device
폐기물 소각 시스템 기술 실용화 사업
고전압･고전류 송배전용 무간격 피뢰기소자 기술사업
고성능 제트엔진용 주조브레이드 개발
DLC 코팅기술의 산업화 응용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제조기술 검색
산화 Methylation에 의한 AN 제조기술
세라믹 및 복합재료를 이용한 자동차엔진용 소형부품 제조
유량제어 밸브단기

CISTEC
신성철
현도빈
안규홍 문길주
장성도
안성욱
권식철
김무성
송형근
이재모
허남건

 (한･중 협력사업)국제협력보고
1993-01
1993-02
1993-03
1993-04

’93
’93
’93
’93

기계
자원
화공
S/W

및 항공분야 기술조사보고서
및 해양분야 기술조사보고서
및 생물분야 기술조사보고서
산업 및 자동화분야 기술조사보고서

CISTEC
CISTEC
CISTEC
CISTEC

 수탁연구
1993-01
1993-02
1993-03

제5장 부록

1990년대 과학기술정책의 성과와 정책목표
국가 과학기술발전방향 및 전략연구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적 유인대책

김병목
김일용
임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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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자료
1993-01
1993-02
1993-03
1993-04
1993-05
1993-06
1993-07
1993-08
1993-09
1993-10
1993-11
1993-12
1993-13

일본 과학기술 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일본 총무성의 행정감찰결과보고서
미국의회 제출법안 1993: 국가경쟁력 제고법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관련 시책현황
미국의 기술개발정책 동향
최근 미국 과학기술입법 동향
전환기에 선 일본의 R&D: Center of Excellece의 육성과 기초연구의 강화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전략: 기술입각형으로 향하는 중견기업
클린턴 행정부의 신기술정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과 지표
Issues with Managing a System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
A Comparison of Simultaneous and Sequential Selection under the Flexible and the Batching
Approaches in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s
미국 연방정부 연구시스템: 연구기관들
민간 기술부문에서의 정부역할: 새로운 협력관계의 구축
미국 및 일본 연구 기획/관리/평가관련 주요 연구소의 현황

 정기간행물
과학기술정책 제5권 1호
과학기술정책 제5권 2호
과학기술정책동향 1월-12월(제46호-제57호)

1994년
 정책연구
1994-01
1994-02
1994-03
1994-04
1994-05
1994-06
1994-07
1994-08
1994-09
1994-10
1994-11
1994-12
1994-13
1994-14
1994-15
1994-16
1994-17
1994-18

전략기술 통제제도와 국내산업기술수준 비교분석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산업구조 전환기의 자동화기술의 확산전략 및 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연구(1)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선진국의 기술영향평가제도
대학 사회계열 학생에 대한 과학기술관련 교육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출연(연) 기관평가 모델개발 연구
과학기술관계 법제의 현황과 정비방안
사회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출연(연)의 창의적 연구개발풍토 조성
연구원 공제조합 도입에 관한 연구
Medium Technology 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지방과학관 육성 및 과학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자력 수출통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민군겸용 패러다임과 기술개발전략
산학연 협동연구의 지원제도 및 성공요인 분석
민군겸용기술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조성락
박동현
박용태
강안구
장진규 정성철
김환석
염재호
노화준
민철구
송종국
정형진 정선호
한석기
강광남
이군현
최영명
홍성범
이장재
김철환 백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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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9
1994-20
1994-21
1994-22
1994-23
1994-24
1994-25
1994-26

아·태지역 과학기술협력강화를 위한 과제도출 및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러시아·중국의 국방기술 민수전환현황과 효율적 참여전략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의 과제와 대응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인력
산업별 기술혁신패턴의 비교분석
제1회 과학기술 예측조사(1995-2015년): 한국의 미래기술
OECD 및 선진국의 과학기술표 개발동향에 관한 연구
2000년대를 향한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구상

김종국
정성철 홍성범
김병목
김선근
박용태
신태영 외
윤문섭
남영호

시장구조와 공정경쟁 및 정부규제에 따른 기술개발 유인에 관한 연구
국책 연구개발 자금의 종합관리 시스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의 과제수행을 위한 사전연구
기상정보의 상업화 방안
연구비 정산에 따른 회계정보의 평가연계방안
우루과이 협정타결과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합예산시스템
환경 친화적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모색
신외교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외교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체제를 중심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분석 평가요소와 예산수립에 관한 탐구전략
공동연구성과의 기업화를 위한 참여기업의 기술획득 전략
산업계 연구인력 현황 및 질적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국내 물질특허 보호 강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개발 기술도입 경제효과 및 상호관계 분석
일본의 장기대형과제 추진체계와 정책에 관한 연구
신지적재산권 보호의 동향과 대응

김선근
김계수
임기철
임기철 홍사균
오재건
송종국
김계수
임기철
최영식
황용수 이재억
이철원
박희천
박동현
장진규
조황희
박동현

기술경쟁력:문제점과대응과제
미국 연구개발정책의 최근동향과 시사점
경제국제화 12대과제 중 과학기술부문의 과제
정부연구개발프로그램의 기획평가: 접근방법의이론과 실제
기계산업의 기술혁신 체제 구축방안
POST-UR시대와기술라운드:전망과대응
전략적 산업정책의 방향
2010년경제,사회예측과과학기술개발전략
민간기업의 해외 연구개발활동 현황 및 과제
과학기술 부문의 세계화
국내시험, 검사, 분석, 인증, 표준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생산성 극대화 방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화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이원영
황용수
이원영
황용수
이공래
박용태
이원영
이원영
이명진 서중해
STEPI
정근하 이상엽
현재호
강광남 현재호

 연구보고
1994-01
1994-02
1994-03
1994-04
1994-05
1994-06
1994-07
1994-08
1994-09
1994-10
1994-11
1994-12
1994-13
1994-14
1994-15
1994-16

 정책자료
1994-01
1994-02
1994-03
1994-04
1994-05
1994-06
1994-07
1994-08
1994-09
1994-10
1994-11
1994-12
1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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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획평가보고
1994-01
1994-02
1994-03
1994-04
1994-05
1994-06
1994-07
1994-08
1994-09
1994-10
1994-11
1994-12
1994-13
1994-14
1994-15
1994-16
1994-17
1994-18

산학연협동연구회 구성 및 활용에관한연구
국가 생명공학 선진화 전략연구
환경보존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기술정책 및 환경세 부과현황 연구
국책(중핵)연구개발사업(안) 도출을 위한 연구기획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과제보완 및 2단계 기획을 위한 조사연구
국가 환경과학기술 종합기획
신규 국책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전기 전자산업 분야의 정부 중소기업 공동연구 추진현황 및 실용화 촉진 연구
기계설계분야 S/W 기술동향조사 및 국내 전문기업육성을 위한 기술대책연구
신에너지기술의 외부경제성을 고려한 국가 R&D 추진전략 연구
기능성 소재의 효율적인 국내연구개발전략
엔지니어링 산업의 현황과 경쟁전략
’93/’94 특정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한 단기기술 수요조사 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
’93/’94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과제도출을 위한 연구기획 조사사업
’93/’94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및 과제평가
’93/’94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과제협약 및 관리에 관한 연구
’93/’94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지원용 전산체계 구축
’93년도 차세대반도체 기반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 및 평가사업

김훈철
한문희 이재영
임기철
강광남
장문호
강시환
이재영
김인호
권영주
민철구
이상엽
홍사균
신태영
이재영
민철구
오재건
윤문섭
강광남

 (한･러 협력사업)국제협력보고
1994-01
1994-02
1994-03
1994-04
1994-05
1994-06
1994-07

PREDNISOLONE 합성연구와 러시아 BIOTECH분야의 검색
리듐"AA"TYPE 2차전지 상품화 타당성
Electro Current Rolling Mill 기술 개발
Coast Down Test Method에 의한 자동차 공기항력계수측정 기술개발
자동밸런싱기계 개발 사업
연소 및 열유체관련 러시아 보유기술 조사사업
아크를 포함한 차단부의 가스유동 현상 해석 프로그램기술

유욱준
성재석
노형민
허남건
김창호
정종수
신영준

 (한･중 협력사업)국제협력보고
1994-01
1994-02
1994-03
1994-04
1994-05
1994-06
1994-07
1994-08
1994-09
1994-10
1994-11
1994-12
1994-13
1994-14

’94 기초과학기술분야 기술조사보고서
’94 기계 및 소재분야 기술조사보고서
’94 자원 및 해양 기술조사보고서
’94 중국과학기술 정책분야 기술조사보고서
한중 기술협력사업을 위한 국내수요조사
황사의발생,전달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이온 주입과 이온법 증학법에 의한 재료 및 박막의 개질
한지 전통기술의 특화 연구개발
컴퓨터를 이용한 고구려 문화재 복원
CFC대체품 제조공정개발
한중 우주기술협력 방안수립 및 위성공동개발 조사연구
중국의 V.V 헤이즈 응용 가공기술 조사사업
자력연마 가공시스템개발에 관한 연구
중국주요5권역의 자기기술수준파악

CISTEC
CISTEC
CISTEC
CISTEC
CISTEC
정용승
권식철
오세균
오원근
이윤용
김진철
황경헌
김정두
나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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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연구
1994-01
1994-02
1994-03
1994-04
1994-05

과학기술정책 개요와 추진과제 조사연구
국방과학연구소 경영진단
주문외품 상품가치 분석 연구용역
인도네시아 BPPT(과학기술평가원) 및 LIPE(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관리체제 구축방안
우루과이 협정 타결이 정보통신산업의 연구개발과 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임기철
민철구
김병목
유성재
송종국

 조사자료
1994-01
1994-02
1994-03
1994-04
1994-05
1994-06
1994-07
1994-08
1994-09
1994-10
1994-11
1994-12
1994-13

기계정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과제에 관한 조사보고서
1993년도 일본과학기술백서: 젊은이와 과학기술
일본 지역에 있어서의 연구개발기능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STSdb의 구조 및 이용법 해설
독일의 기술개발정책동향
영국의 기술개발정책동향
미국의 주요 기술정책동향: 재료기술, 국방기술, 영상관련기술,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산업기술개발정책동향
미국의 산업기술개발정책동향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전략
미국의 과학기술 체계와 정책
알본의 과학기술체계와 정책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과제 평가지침

박경선

박경선
박경선
박경선
박경선
박경선
권용수
김갑수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1994-01
1994-02
1994-03
1994-04
1994-05
1994-06

미국의 과학기술 체계와 정책
일본의 과학기술 체계와 정책
독일의 과학기술제체와 정책
영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싱가포르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스웨덴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정기간행물
과학기술정책 제6권 1호
과학기술정책 제6권 2호
과학기술정책동향 1월-12월(제58호-제69호)

제5장 부록

권용수
김갑수
정선양
김기국
임덕순
장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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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정책연구
1995-01
1995-02
1995-03
1995-04
1995-05
1995-06
1995-07
1995-08
1995-09
1995-10
1995-11
1995-12
1995-13
1995-14
1995-15
1995-16
1995-17
1995-18
1995-19
1995-20
1995-21
1995-22
1995-23
1995-24
1995-25
1995-26
1995-27
1995-28
1995-29
1995-30
1995-31
1995-32
1995-33
1995-34
1995-35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정보전자기술 부문)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기계설비기술 부문)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소재물질.공정 부문)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생명과학 부문)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원자력.자원.에너지기술 부문)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대형복합기술 부문)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공공복지기술 부문)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기초연구.미래원천기술 부문)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과학기술인력부분)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과학기술투자 및 지원제도부문)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과학기술 국제화부문)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혁신체제 및 기반구축 부문)
과학기술정책과 효율적인 국회의 역할
한국･일본･독일의 중장기 기술 예측결과 비교 분석 연구
주요산업의 장기발전시나리오와 기술혁신전략
기계설비산업의 기술혁신전략
화학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전략
자동차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전략
반도체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전략
소프트웨어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전략
국가의 고유한 특성이 신생산기술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및 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
과학기술정책의 역할과 미래방향에 대한 탐색: 검토와 정책사고의 변환을 중심으로
소규모 협동연구 Complex의 효율적 운영 및 확산에 관한 연구
학회 정보화 실태조사 및 보급대책
엔고에 따른 한･일 산업조정과 기술이전
전환기에 선 한국 과학기술의 과제와 선택
민간기업의 해외연구개발활동 및 과제
과학대중화를 위한 개념모형과 정책방안 탐색연구
신국제 무역질서와 기술개발 지원제도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관리통제시스템: 국책연구개발활동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과 정책목표 -1995년도-

임기철
박한규
김천욱
최인훈
박영훈
강필종
최동환
박원훈
김정구
김지수
박병무
이달곤
이종범
송운석 진재훈
박재혁 정근하
박용태
이공래
박동현
이영희
송위진
이정원
정선양
이범수
송하중
조동원
조성락
박찬모
김영호
정성철
이명진 서중해
이군현
송종국
김종범
김계수
황용수

국제특허분쟁의 원인분석과 전략적 대응방안
기업 R&D 프로젝트관리
미국의 기술개발지원제도
기업간 공동연구과제의 전략적 기획.관리방안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관계

임기철
남영호 김치용
김택권
이철원
이영희

 연구보고
1995-01
1995-02
1995-03
1995-04
19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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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
1995-07
1995-08
1995-09
1995-10
1995-11
1995-12
1995-13

기술경영의 개념정립과 체계화 모형
기술변화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전주첨단 영상산업단지 추진과 산.학.연 협력방안
기술예측방법론
기업기술 전략분석: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중심으로
정보기술산업의 기술표준화에 관한 연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단기기술수요조사를 위한 사전연구
국제기술확산에 관한 연구논문집

박용태
고상원
장명수
신태영
조현대
송위진
정근하
서중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체계의 개선방안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대안
New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Korea under the Current High Yen Vale
최근 지적재산권 환경의 변화와 과제
Building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PBS하에서의 출연(연) 관리통제시스템
OECD 과학기술 관련활동
APEC 과학기술협력 현황과 전망
주요 과학기술정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주상호
김병목
민철구 정근하 홍사균
이명진
박동현
이원영
김계수
박용태
최영식
이원영

일본의 1994년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
1994년도 일본 과학기술백서
일본 국가 R&D사업 관련에 있어서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조사
일본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개발 효율화
독일의 미래기술 예측(1993~2000)
여성공학교육 및 인력활용에 관한 연구
미국백악관 과학심의회의 연방연구소 평가보고
1996년도 미행정부 R&D관련예산안
일본 첨단 과학기술연구자의 연구활동 실태조사
1995년도 프랑스 R&D 정책동향
1994년도 독일의 과학기술 정책동향
미국의 민수전환기술정책동향
기업형 지역경영체제 및 지역기술혁신체제구축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 인적자원 측정에 관한 지침서
일본의 Science & Technology Park 설립동향
한국과 미국주요주의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기초조사
우리나라지도층인사들의과학기술협력을위한기초조사
1995년도 일본과학기술 백서
과학기술이 경제,산업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량적 분석에 관한 조사

박경선
박경선

 정책자료
1995-01
1995-02
1995-03
1995-04
1995-05
1995-06
1995-07
1995-08
1995-09
1995-10

 조사자료
1995-01
1995-02
1995-03
1995-04
1995-05
1995-06
1995-07
1995-08
1995-09
1995-10
1995-11
1995-12
1995-13
1995-14
1995-15
1995-16
1995-17
1995-18
1995-19

제5장 부록

이재경
황용수
CISTEC

박경선
현재호 정근하

박경선
홍유수
홍유수
박경선
박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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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획평가보고
1995-01
1995-02
1995-03
1995-04
1995-05
1995-06
1995-07
1995-08
1995-09
1995-10
1995-11
1995-12
1995-13
1995-14

신흥공업국가의 신기술정책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 국제화 실천방안 연구
GIS 기술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국가 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한･일 지방간 과학기술협력 시범사업
엔지니어링 핵심 공통기반기술 개발사업(안) 도출을 위한 연구기획사업
선진국의 CIM 기술도입 현황과 구축사례조사 및 국내연구개발 전략분석
’94/’95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사업
생물공정기술의 산업화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 기술조사 연구
산･학･연 협동연구회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지방특화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안) 수정/보완을 위한 기획/평가사업

최영환
조황희 남영호 유성재
이원영
강광남
정성철
은광용
권영주
강광남
이재영
권영주 주상호
강광남
강광남
정성철
강광남

 (한･러 협력사업)국제협력보고
1995-01
1995-02
1995-03

고강도･고온 강도용 알루미늄 합금 제조 기술개발
촉매연소시스템의 실용화기술 조사연구
초고주파 및 초고속 통신 기술검색

김경현
서용섭
장혁수

 (한･중 협력사업)국제협력보고
1995-01
1995-02
1995-03
1995-04
1995-05
1995-06
1995-07
1995-08
1995-09
1995-10
1995-11
1995-12

한국어-중국어간 기계번역시스템
황해지역의 대기오염에 의한 시정변화와 기류 및 해수온도 변화
신약개발을 위한 중국의 전통약물 정보조사
중국 남부지역 과학기술현황
다목적 경헬기 시제 설계기술 개발사업
FED용 DLC 박막 제작 및 연구
초단펄스 레이저 개발에 관한 연구
회토류 본드자석 재료 생산기술
배전급 각종 가스차단부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및 타당성 검토사업
환태평양 첨단생산시스템 기술개발
강유전체 박막 제조 및 응용
황해 및 동지나해 해상상태 예보기술 협력연구

최기선
정용승
장일무
CISTEC
이동한
장 진
최상삼
김윤배
신영준
한순홍
노광수
전기천

제1차 APEC 테크노마트 세미나 행사 사업
중요 과학기술정책 현안과제와 전략연구
아세안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기술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기술예측조사연구
지적재산권 관리체계 구축방안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위한 주요과제의 정책방향 및 발전전략

이명진 서중해
김병목
김선근 남영호
신태영
송종국 박동현
최영락

 수탁연구
1995-01
1995-02
1995-03
1995-04
1995-05
19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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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1995-01
1995-02

동구의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현황
프랑스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현준원
강철구

 정기간행물
과학기술정책 제7권 1호
과학기술정책 제7권 2호
과학기술정책동향 1월-12월(제70호-제81호)

1996년
 정책연구
1996-01
1996-02
1996-03
1996-04
1996-05
1996-06
1996-07
1996-08
1996-09
1996-10
1996-11
1996-12
1996-14
1996-15
1996-16
1996-17
1996-18
1996-19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중간진입전략
과학기술부문의 세계화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남북한 과학기술의 통합전략
과학기술 국민이해조사 표준모델개발 연구
연구기관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요소의 개발과 가중치 설정에 관한 연구
정부투자기관의 R&D투자흐름 및 R&D 효율성 분석
정부규제의 기술영향평가: 한국자동차 배출가스규제를 중심으로
전통과학기술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 연구
과학기술이해를 통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연구
교육개혁에 부흥하는 과학영재교육센타 육성방안 연구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개선방안 연구
기술격차와 추격전략방향
일본 공동연구개발 시스템의 구조와 발전 메카니즘
과학기술인력의 장기수급예측
소규모 기술자문･용역 및 설계조직(Small CEDO)의 육성방안
원자력 관계법령에 관한 연구
기술화와 지방화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 경제장기구상: 과학기술부문

이공래
송종국
김병목
김학수
노화준
장진규
이재억
손보기
이영순
허형
육근철
김인호
황용수
송희연
박명환
박윤흔 박윤서
전재훈 송운석
최영락

과학기술단지의 조성동향과 향후정책 추진방향
일본의 첨단산업 지원정책
과학저널리즘 교육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궤도차량기술현황조사 및 연구개발전략
우주분야 국제협력의 유형화를 통한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강수관련 기상재해 경강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 과학기술 인력육성을 위한 병역제도연구
한국적 기업 R＆D 모형분석

현재호
김태환
원우현
권영주
조황희
홍성길
최병순
김완민 남영호

 연구보고
1996-01
1996-02
1996-03
1996-04
1996-05
1996-06
1996-07
19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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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
1996-10
1996-11
1996-12
1996-13
1996-14
1996-15
1996-16
1996-17
1996-18
1996-19
1996-20
1996-21
1996-22
1996-23
1996-24
1996-25
1996-26
1996-27
1996-28

과학기술예측조사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공계 출연연구소의 운영현황과 정책과제
원자력사업의 해외진출 및 협력증진 방안연구
신기술 제품개발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특정연구개발의 연구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기술이전사업의 전략적 추진에 관한 연구
공공연구개발조직의 생산성 특징 접근방안
한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정
자동화를 통한 중소기업 생산기술혁신방안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의 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조명과 향후과제
우주분야 국제협력통합 추진방향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및 통계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대만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초고속선 기술현황 및 연구개발전략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연구개발관리에 있어서 경영과학적 접근방법의 응용
이공계 출연(연)의 역할 및 운영개선방안
민간연구기관의 관리회계시스템 연구
신물질 개발능력확보를 위한 기간연구시설의 확충방안
정상외교를 통한 신과학기술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수
민철구
이덕선
한봉철
오재건
현재호 오재건
이장재
김용현
이정원
임윤철
김재수
남영호
김병목
권영주
권용수
주남호
이달환 김병목
김계수
조황희
최영식

특정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중소기업의 기술지식 집약화를 위한 정책대응
중소기업의 기술집약화 방안
협동연구개발 컨소시움의 설치 운영방안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미연방정부의 역할
특허심사 적체 해소 방안
연구개발 예산의 경제효과 분석
공공연구개발조직과 연구개발 생산성: 측정을 위한 접근방법과 정책방향
연구기관 운영 및 평가 가이드라인: 미국국방성산하 연구기관의 GPRA법 실천 가이드라인
해외 우수연구 인력의 활용 극대화 방안
정부부문의 과학기술 투자확대의 필요성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강화 방안
기술개발지원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산업의 기술경쟁력 현황과 강화방안
연방 과학기술 예산편성 과정의 개선방안
OECD Review of Korean S&T Policy: 정책권고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고용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과학기술예산 집계/분류체계의 개선방안 검토
미국의 연방 R&D 예산배분 시스템
출연(연) 직급 개선방안

박동현
이원영
박동현
오재건
정성철
박동현
신태영
이장재
현재호
민철구
송종국
박병무
이원영
이공래
정성철
박용태
이달환
황용수
김재영
이달환

 정책자료
1996-01
1996-02
1996-03
1996-04
1996-05
1996-06
1996-07
1996-08
1996-09
1996-10
1996-11
1996-12
1996-13
1996-14
1996-15
1996-16
1996-17
1996-18
1996-19
1996-20

외

외
외

고상원
외
외
외
외
고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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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자료
1996-01
1996-02
1996-03
1996-04
1996-05
1996-06
1996-07
1996-08
1996-09
1996-10
1996-11
1996-12
1996-13
1996-14
1996-15
1996-16
1996-17
1996-18
1996-19
1996-20

일본의 과학기술 지방화 현황('92)
아시아의신흥하이테크경쟁국들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영국의지적소유권가이드
1995년도 영국의 과학기술정책동향
21세기 제주발전을 위한 제주특화기술개발과제
APEC의 산업과학기술 관련활동
일본 과학기술기본법 해설
1995년도 독일의 과학기술정책동향
1996년도 호주의 과학기술정책동향
1996년도 일본과학기술백서
1995년도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동향
최근 미국 국립과학재단 및 국립연구기관들의 연구과제내용 및 연구결과 활용성과
분석에 관한연구
1997년도 일본 과학기술청 중요시책
1996년도 일본 통상산업성 산업기술 관련시책
기술력 평가에 의한 대출제도(안) 시행방안연구
1996년도 미국의 과학기술정책동향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
일본 과학기술의 현황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무상양허사업 성공사례

현재호
정성철
황보열 윤문섭
김병목 박경선
김병목
김수현
이명진
박경선
박경선
박경선
박경선
천성순
박경선
박경선
이동엽
박경선
박경선
박경선

 연구기획평가보고
1996-01
1996-02
1996-03
1996-04
1996-05

OECD 국별 과학기술조사에 관한 연구
’95/’96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사업
한･인니 석탄액화 기술개발 공동연구
프로젝트 베이스시스템 추진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G-7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조사연구

이원영 박용태
최기련
오정무
최기련
박윤식

 (한･러 협력사업)국제협력보고
1996-01
1996-02
1996-03
1996-04
1996-05
1996-06
1996-07
1996-08
1996-09
1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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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사율을 가진 정밀기계 부품의 나노 가공기술 연구
SF6 제조공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
에너지 절약형 적외선 버너기술 개발
식물 유전자원의 탐색 및 수집
초전형 적외선 센서 개발
유용 생물 소재 생산산업 균주 선별(조사사업)
여객수송용 표면효과익선 개념 설계 기술 개발사업
식물면역 활성제 개발 및 실용화
러시아 동부 연해주지역 및 인근 해역의 기상정보 교류협력을 위한 조사사업
한/러 생명공학 기술협력과제 도출

김정두
이정민
채재우
김석현
윤영섭
서주원
신명수
박 훈
신경섭
이경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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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협력사업)국제협력보고
1996-01
1996-02
1996-03
1996-04
1996-05
1996-06
1996-07
1996-08
1996-09
1996-10
1996-11
1996-12

소형 고출력 자유전자레이저 기술조사
회토류 합금계 수소저장 합금개발 및 응용분야 연구
중국어-한국어간 기계번역시스템
기능성 고분자 Alley관련 한/중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및 타당성 검토사업
자유공기 전리함 설계기술 개발
세라믹스･금속 밀봉 기술
GEWEX･아시아 몬순 및 그 변동성에 관한 연구
수열법에 의한 세라믹 원료분말 제조기술 평가조사
재조합 단백질 고효율 생산을 위한 유전자 발현분비 시스템 개발
고에너지 과학기술에 관한 한/중협력사업
흑연 FOIL의 성형기술 개발
다목적 소형헬기 설계기술 개발사업

이종민
이재영
최기선
최길영
하석호
오영제
오재호
정헌생
이상기
강주상
이해원
권정호

 (한･일 협력사업)국제협력보고
1996-01
1996-02
1996-03
1996-04
1996-05
1996-06

한･일 지방간 과학기술협력 시범조사연구
강원도-나가노현간 생태공학적 호수 수질개선 공법의 비교연구
전라북도-가고시마현간 과학기술협력방안 연구
인천광역시-키타큐슈시간 과학기술협력방안 연구
한･일 지방간 소재･부품 공동연구사업
한･일 감귤 우량품종 육성보급과 생산이용 기술개선 공동연구

정성철
이찬기
양문식
홍영명
김 철
한해룡

전력기술분야의 중장기 기술예측 조사연구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정책방향
21세기를 향한 범국가적 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향
아세안 국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구축 및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술개발금융 확충방안 연구
한국의 제조업에 있어서 Teleservice의 활용에 관한 연구

신태영
최영락
최영락
김선근
고상원 임덕순
이원영 송종국
정선양

 수탁연구
1996-01
1996-02
1996-03
1996-04
1996-05
1996-06
1996-07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1996-01
1996-02

덴마크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중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장영배
홍성범

 정기간행물
기술혁신연구 제4권 1호
과학기술정책동향 1월-12월(제82호-제93호)

* [과학기술정책]은 '96년부터 [기술혁신연구]로 제호가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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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정책연구
1997-01
1997-02
1997-03
1997-04
1997-05
1997-06
1997-07
1997-08
1997-09
1997-10
1997-11
1997-12
1997-13
1997-14
1997-15
1997-16
1997-17
1997-18
1997-19
1997-20
1997-21
1997-22
1997-23
1997-24
1997-25
1997-26
1997-28
1997-29
1997-30
1997-31
1997-32

한국과학기술정책 50년의 발자취
기술변화와 고용
국제화시대의 금융시장 변혁과 산업기술금융: 중소기업 금융제도 변혁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APEC과학기술협력의 구조적 특성과 한국의 역할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전략.성과분석 및 전략고도화 방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특성분석.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한국산업의 기술경쟁력
생명공학 기술혁신전략
연구성과 확산사업의 전략적 추진방안
국립중앙과학관의 멀티미디어형 전시 및 운영방안 개선연구
기술경영의 관리체계: 조직유형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관계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기술개발촉진법 개정방안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인력 수요전망 및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
출연(연)의 정보화 실태조사 및 정보인프라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형과학기술 기자재의 국가적 운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개방안
새로운 차원의 국제과학기술협력 전략에 관한 연구
기술무역통계의 체계화와 기술수출활성화 방안 연구
중국 민수전환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전략적 대응방안
대학연구의 현황과 미래: 연구조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술혁신조사
중국의 대외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기술도입정책
OECD의 과학기술정책활동과 한국의 대응
한국기상위성 보유정책에 관한 연구
이공계 대학 연구의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기조의 모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제2회 중장기기술예측 1단계연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체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총괄부문
국제거대과학 프로젝트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최영락
고상원
김선근
최영식
조현대
황용수
이공래
안두현
오재건
김재현
박용태
송종국
김지수
이정원
권용수
김선근
최영식
이희열
홍성범
이장재
윤문섭
홍성범
서중해
정효상
민철구
이재억
박동현
정근하
정선양
민철구
서중해

국가혁신시스템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방법연구
유럽의 기술영향평가: 참여적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흐름
우리나라 R&D Deflator의 산출 및 선택에 관한 연구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방안
과학기술 문화창달을 위한 종합대책방안연구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구조와 국가경쟁우위 분석
인도네시아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연구
과학기술투자확대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임윤철
이영희
최재철
정성철
이용수
홍사균
이달환
박병무
조현대

 연구보고
1997-01
1997-02
1997-03
1997-04
1997-05
1997-06
1997-07
1997-08
1997-09

제5장 부록

박재혁

김치용

장진규

고상원

박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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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
1997-11
1997-13
1997-14
1997-15
1997-16
1997-17
1997-18
1997-19
1997-20
1997-21
1997-22
1997-23
1997-24
1997-25
1997-26
1997-27
1997-28
1997-30
1997-31
1997-32

기초연구진흥
인력양성 및 활용
민군겸용 기술개발
기업의 기술개발지원
교육내실화 및 시설확충
교육내실화 및 시설확충
사회간접자본 관련기술개발
정보통신산업의 표준화 정책과 전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체계 및 방법(I)
기술평가(Techology Assessment)연구(I): 기술수준평가 및 기술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성공사례 분석(I)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한･미･일 3국의 법제 비교연구
’96/’9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기술추격국의 기술획득과 전략적 제휴: 모형개발과 사례분석
기후변화에 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연구
일본 과학기술개발의 국제네트워크화 현황과 전망
In Search of a New Production Concept
기업의 연구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기술예측기법의 활용방안
국가경쟁력 강화와 특허법원
21세기 과학기술발전방향
Innovation and Competiveness in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김목희
강무섭
김 철
양희승
최돈형
민철구
우효성
송위진
홍사균
김인호
현재호
현재호
김갑수
조현대
홍성길
염재호
정선양
김형수
박동현
최영락
이원영 서중해

 조사자료
1997-01
1997-02
1997-04
1997-06
1997-07
1997-08
1997-09
1997-10
1997-11
1997-12
1997-13
1997-14
1997-15
1997-16
1997-17
1997-18
1997-19

EU의 과학기술정책동향
동아시아의 과학기술현황
미국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과 사회 경제적 목표와의 연계방안
일본과학기술기본계획
기술개발관련 공공기금 통계집
일본의 과학기술예산
일본의 기초연구 및 창조연구제도
스위스 외자계 기업의 연구개발동향
1997년도 호주의 과학기술정책동향
Global Sourcing을 위한 산학연의 국제협력 수요분석
1997년판 일본 과학기술백서
21세기를 대비하는 미국의 기술정책
연구자 훈련 및 교류프로그램
1997년도 영국 산업기술개발정책동향
일본의 기술수출실태(1992-1994년)
기술무역통계(TBP Data) 작성 지침서

박경선
박경선
조황희
김형수
박경선
김갑수
김갑수
김갑수
박경선
박경선
김선근
조황희
조황희
김갑수
조황희
조황희
장진규

박구선 외
손충근

박구선 외
박구선 외
손충근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1997-01
1997-02
1997-03

인도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호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스페인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임덕순
김병목
정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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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
1997-05
1997-06

멕시코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러시아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이탈리아의 과학기술혁신체제와 정책: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국제비교

김기국
홍성범
이임영

과학기술 하부구조 선진화를 위한 대형연구장비의 수요전망
지방과학기술여건 현황과 정책과제

권용수
이장재

 수탁연구
1997-02
1997-03

 정기간행물
기술혁신연구 제5권 1호
과학기술정책 1월-12월(제82호-제93호)

*[과학기술정책동향]은 '97년부터 [과학기술정책]으로 제호가 변경됨

1998년
 정책연구
1998-01
1998-02
1998-03
1998-04
1998-05
1998-06
1998-07
1998-08
1998-09
1998-10
1998-11
1998-12
1998-13
1998-14
1998-15
1998-16
1998-17
1998-18
1998-19
1998-20
1998-21
1998-22
1998-23
1998-24

제5장 부록

이공계출연연구기관의 연봉제 도입 타당성 조사연구
출연연구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과 시민단체
남북한 공공연구 통합전략
R&D 원가회계시스템: 정부출연(연)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통계지표 체계도의 구상
과학화 정부론-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시스템: 한일 비교연구
러시아국제과학기술센터(ISTC)가입과 한러 과학기술협력
산업기술개발지원제도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한국제조업의 기술력과 무역경쟁력에 관한 연구
우주제품개발에서의 기술혁신시스템에 관한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투자배분 분석
신기술 창업기업의 성공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경력과학기술자 활용체계 구축 방안
중화네트워크와 기술혁신의 블럭화
R&D지원 지적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육성과제
과학관 육성발전에 관한 연구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체계적 분석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지방화와 과학기술협력: 일본지자체의 과학기술협력체제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표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통계지표의 데이트베이스와 인터넷유통 서비스체계 구축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제1회 APEC 청소년 과학축전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과 발전방향

오재건
이병민
이영희
정선양
김계수
김기국
김광웅
김갑수
홍성범
이원영
이종화
조황희
이철원
신태영
민철구
홍성범
이장재
이군현
황용수
현재호
허현회
권용수
고상원
김갑수

윤성희

윤창호
오재건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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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
1998-01
1998-02
1998-03
1998-04
1998-05
1998-06
1998-07
1998-08
1998-09
1998-10
1998-11

연구개발 자원배분 분석모형
신화학의 개념과 기술체계
아태 청소년 과학축전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
전략기술도출을 위한 테크놀로지 포트폴리오 활용 연구
영상매체를 이용한 과학 대중화 연구
체화 및 비체화 기술혁신활동의 산업별 패턴분석
기술수준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생명공학기술의 과학기술기반구축과 산업계로의 기술이전
최신정보기술을 적용한 연구지원 및 R&D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정부연구개발 투자효율화방안
창의적 연구진흥을 위한 국가혁신전략연구

이재억
박동현
조규하
신태영 안두현
김명자
장진규
장진규
안두현
임기철 배상태
임윤철
현진석

 연구총서
1998-01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이공래,송위진 외 25명

 정책자료
1998-01
1998-02
1998-03
1998-04
1998-05
1998-06
1998-07
1998-08
1998-09
1998-10
1998-11
1998-12
1998-13
1998-14
1998-15
1998-16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투자배분 분석
기술확산 정책의 전개방안
Long-range Technology Forecasting and Its Use for S&T Planning in Korea
Technology Foresight: Applications and Its Potential to the APEC Region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투자배분 분석
경제구조 조정기의 과학기술정책
지식기반 경제와 기술혁신전략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file of Korea
혁신전략과 환경제도적 요인이 기업의 기술혁신행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의 현황 및 투자배분 분석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실증분석과 제도개선방향
일본의 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 및 과학기술진흥조정비
국가연구개발사업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환경 및 역량분석
영국 공공연구부문 자금지원체계 및 공공연구기관의 구조조정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연구개발투자의 정책효과 분석
Polices on STIPs of Korea

조현대 윤석경
이공래
신태영
신태영
이철원
박병무
박병무 최영식
고상원
신태영
조현대
신태영
김갑수
임윤철
황혜란
신태영
이달환

1997년도 EU의 과학기술정책동향
’98 정밀화학 기술개발동향
1997년도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동향
1997년도 독일의 과학기술정책동향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유망기술
일본의 2025년의 과학기술(개요)
1997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

조황희
송형근
조황희
조황희
김영하
조황희
박동배

 조사자료
1998-01
1998-02
1998-03
1998-04
1998-05
1998-06
19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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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
1998-09
1998-10
1998-11
1998-12
1998-13
1998-14
1998-15
1998-16
1998-17
1998-18
1998-19
1998-20
1998-21
1998-22
1998-23

1997년도 미국의 과학기술정책동향
1998년도 동아시아의 과학기술정책 동향(한국,중국,대만)
미국의 미래기술(2001-2030)
1998년도 독일의 과학기술 정책동향
꿈과 전략이 있는 연구개발시스템을 목표로
러시아 소재분야 기술조사 연구
주요 각국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조직의 국제비교
`’98 생명, 의료기술개발동향
일본의 연구개발평가지침
러시아의 연구개발체제 현황과 전망
산업 R&D 활동의 국제화: 패턴과 추세
기술, 생산성 및 고용 창출
1998년도 호주의 과학기술정책동향
미래를 여는 미국의 새로운 과학정책
1998년도 미국의 산업기술개발정책동향
NEA회원국의 원자력활동에 대한 규제 및 관련기관

박경선
박경선
정근하
박경선
조황희
서길원
조황희
함경수
장영배
장영배
임덕순
이지영
조황희
정성철
장영배
김부종 김효진(편역)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자원배분 및 산학연 연계의 적정화 방안

황용수

1997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사업
1997 선진권 및 국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1997 한러 과학기술협력사업
1997년도 국제과학기술정보사업
’97연구관리교육사업 실적보고서
1997 한중 과학기술협력사업

김희용
박세인
정인철
최영식
박구선
김희용

과학기술처 출연연구기관 백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홍보책자 인쇄)
’97오스트리아 기술조사 사업보고서
’97/’98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사업에 관한 연구
주요과학기술정책 정밀평가
STEPI 경영정보시스템 최종사용자 지침서
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동향 분석 및 후속사업 방안에 관한 연구
’98생명의료기술 개발동향
과기부 민군겸용 기술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과기부 민군겸용 기획조사 연구
생명공학산업 벤처기업 동향조사
’98 중국 기술조사단 보고서
’98 러시아 첨단과학기술 전시회

김재영
민철구 이달환
박세인
임기철
황용수
배상태
송주헌
함경수 이재영 한성구
이상엽
이상영
안두현
김희용
정성철

 수탁연구
1998-01

 사업보고
1998-01
1998-02
1998-03
1998-04
1998-05
1998-06

 기타연구
1998-01
1998-02
1998-03
1998-04
1998-05
1998-06
1998-07
1998-08
1998-09
1998-10
1998-11
1998-12
1998-13

제5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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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기술혁신연구 제6권 1호
과학기술정책 1월-12월(제94호-제117호)

1999년
 정책연구
1999-01
1999-02
1999-03
1999-04
1999-05
1999-06
1999-07
1999-08
1999-09
1999-10
1999-11
1999-12
1999-13
1999-14
1999-15
1999-16
1999-17
1999-18
1999-19
1999-20
1999-21
1999-22
1999-23
1999-24
1999-25
1999-26
1999-27
1999-28
1999-29
1999-30
1999-31
1999-32
1999-33
1999-34
1999-34
1999-34
1999-34

이동통신 기술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기술정치와 기술학습의 상호작용
외국인 연구인력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대덕연구단지의 중장기 발전방안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연구개발투자의 정책효과 분석
기초연구예산 투자분석 및 적정규모 산출 방안
국립중앙과학관 활성화 방안
경제구조 조정기의 과학기술정책
연구인력 파견사업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998년도 연구개발활동의 동향과 전망: 연구개발부문의 구조조정 실태와 대책
공업계 고등학교 기술교육 진흥방안
구조조정기의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 및 대응방향
SCI DB 분석을 통한 기초과학수준 평가체계수립에 관한 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 R&D사업 관리 시스템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과정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
산업구조와 연구개발구조의 상관성에 관한 국제 비교
기상청 기상기술 및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촉진 관계법령 및 체제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요인 분석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사업의 운영실태와 효과적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지화
기업의 기술협력과 네트워크
우주산업의 기술혁신패턴과 전개방향: 발사체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분석과 고급 기술인력 확보방안
한·러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 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
한국의 국제공동연구 현황 및 전략 방향
철강산업의 기술혁신패턴과 전개방향
섬유산업의 기술혁신 패턴과 전개방향
한국 반도체･컴퓨터산업의 혁신체제의 진화과정 및 개선방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총원가기준 가격제도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산학연 연계 활성화 방안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생명공학기술의 혁신패턴 및 전개방향-한국 특허를 중심으로
제2회 과학기술예측: 한국의 미래기술(2000-2025)
한국의 미래기술(2000-2025): ①전자･정보,통신,극한기술
한국의 미래기술(2000-2025): ②기계･생산가공,교통,항공･우주･천문
한국의 미래기술(2000-2025): ③환경,지구･해양,에너지･자원･원자력,도시･건설･토목

김갑수
임덕순
설성수
신태영 박병무
민철구
정일재
이달환
허현회
신태영
이공래
고상원
한선화
김계수
김영배
박용태
전종갑
허현회
김의제
이달환
김기국
이공래
오재건
고상원
홍성범
고석찬 김인환
임덕순
송성수
권용수
신태영
이민형
이재억 오재건
정선양
안두현
임기철
임기철
임기철
임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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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34
1999-34
1999-34
1999-35
1999-36
1999-37
1999-38
1999-39
1999-40
1999-41
1999-42
1999-43
1999-44
1999-45
1999-46
1999-47
1999-48
1999-49
1999-50

한국의 미래기술(2000-2025): ④소재, 화학･공정
한국의 미래기술(2000-2025): ⑤생명과학, 농림･수산, 보건･의료
한국의 미래기술(2000-2025): 요약
한국 수학교육 및 연구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방안
과학기술 정책수단의 사회제도화 과정: 새로운 연구문화의 지향
아동의 과학마인드 형성을 위한 과학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항공기 산업의 기술혁신 패턴과 전개방향
메카트로닉스산업의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
이동통신산업의 기술혁신패턴과 전개방향
신발산업의 기술혁신 패턴과 전개방향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서비스산업의 변화
광산업의 기술혁신패턴과 전개방향
교환기산업의 기술혁신패턴과 전개방향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발전과정 분석과 전개방향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부문별 과제
과학기술분야 재원 확충 방안
지식기반 중심의 과학기술력 지수개발 연구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 운영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국별･기술별 국제과학기술협력 현황점검 및 추진전략: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기철
임기철
임기철
고지흡
윤정로
이영석
조황희
이공래
송위진
김석관
고상원
박동배
홍성범
홍사균
이언오
나성린
권용수
황용수
홍성범

국가혁신체제의 단일화
국립 서울과학관 입지 분석 및 건립규모의 추정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통일대비 남북한 기상업무 협력방안과 기상청 역할 모색
국내 UNDP사업의 성과 및 UNDP와의 향후 협력방안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예산제도 개선 및 우선 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환경친화적 생산개념: 제품의 재제조 및 재활용
후발국의 국가혁신체제
공공연구성과의 이전현황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예산편성 방안 연구
산학연 공동협력연구 관련시책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의 수립 현황 분석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대학연구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구개발 관련기금의 현황과 발전방안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현황과 과제
벤처기업의 기술지원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제도 개선방안
지방과학기술기반 구축방안
연구개발인력관리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정책의 실천적 추진과제 연구: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과학기술정책 연계 중심

정선양
이범재
정선양
오재호
임덕순
김종범
정선양
이명진 서중해
이민형
김갑수
김갑수
황용수
민철구
김성수
김성수
정성철
임채윤
고상원
박동현
정선양
임기철
박종오

 연구보고
1999-01
1999-02
1999-03
1999-04
1999-05
1999-06
1999-07
1999-08
1999-09
1999-10
1999-11
1999-12
1999-13
1999-14
1999-15
1999-16
1999-17
1999-18
1999-19
1999-20
1999-21
19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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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자료
1999-01
1999-02
1999-03
1999-05
1999-06
1999-07
1999-08
1999-09
1999-10
1999-11

프랑스의 연구개발 평가
APEC 산업과학기술활동과 우리의 대응: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98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환경기술과 경쟁력
모험자(벤처)의 미래를 여는 핸드북
유럽의 산업기술개발정책 동향
영국의 산업기술개발정책 동향
기술진보의 평가
OECD 과학기술 지표분야 활동 분석 및 평가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사회과학자의 인식과 역할

장영배
이명진
박동배
조황희 외
민철구
장영배
장영배
조황희
권용수
황윤원

1999년도 과학기술정책의 과제와 대책
지식기반경제 과학기술정책연구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행정 발전 연구
과학기반산업의 의의와 추진방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추진전략
Characteristics of Korea's National Innovation System
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 기업규모, 산업구조와 기술혁신
Technology Foresight and S&T Policy Making a Korean Exercise
과학기술 노동시장과 산/학 연구협력에 대한 OECD 과학체계반의 논의
산업별 기술혁신패턴 비교 분석

이공래 외
박동현
송종국
장영배
이철원
이공래
신태영
신태영
고상원
송위진

 정책자료
1999-01
1999-02
1999-03
1999-04
1999-05
1999-06
1999-07
1999-08
1999-09
1999-10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1999-01
1999-02
1999-03
1999-04
1999-05
1999-06
1999-07
1999-08
1999-09
1999-10

영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이스라엘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미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말레이시아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일본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러시아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핀란드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브라질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대만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김기국
이명진
최영식
정선양
임덕순
조황희
홍성범
장영배
임덕순 박찬균
홍성범 이춘근

기술혁신과 정부구매제도
ASEM내 과기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의 역할 및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 지표 개발
21세기 과학기술혁신정책방향
동북아 과학기술협력의 중장기 추진전략

송종국
이명진
신태영
민철구
홍성범

 수탁연구
1999-01
1999-02
1999-03
1999-04
19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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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
1999-07
1999-08
1999-09
1999-10
1999-11
1999-12
1999-13
1999-14
1999-15
1999-16
1999-17
1999-18
1999-19
1999-20
1999-21
1999-22
1999-23
1999-24
1999-25
1999-26
1999-27
1999-28
1999-29
1999-30
1999-31

러시아 인력교류사업의 성과분석 및 효율적 활용체제 구툭
러시아와의 기초과학분야 협력 증진 방안
혁신능력을 극대화하는 창의적 R&D투자의 효율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산업･경제적 거시효과 분석
국제과학기술정책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OECD, CSTP 활동을 중심으로
국내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위성기술개발 추진방안
자원(연)의 성과보상체제 도입
정보통신산업 기술혁신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거대과학 국제협력체제 분석 및 우리의 참여방안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체제 및 평가지표 개발
기술금융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국토조건을 고려한 지식기반사회하부구조 종합설계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구기관 평가시스템 개발 및 적용 연구
한･미 과학기술 협력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현황분석 및 재정비
지식인프라 개발･확충
과학기술인력 양성제도의 현황과 선진각국의 주요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공공기술연구회 출연(연) 평가시스템개발 연구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 시장성･경제성 분석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체제 발전방안
산업기술분야의 자원배분 지표 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성분석 연구
과학기술혁신 5개년 수정･계획
중장기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방안 연구(1차년도)
선진국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정책 및 연구과제 동향 분석과 국내활용
전력사업의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측정모형 개발
지식경영을 위한 SK㈜의 기술분류체계 확립

홍성범
홍성범
홍사균
장진규
정성철
조황희
민철구
송위진
정성철
이철원
이재억
이달환
이정원
정성철
윤문섭
송종국 조황희
고상원
임기철
이재억
최영락
김갑수
이공래
김갑수
최영식
장진규
박동현

21세기의 기술과 산업
과학기술자문회 현황
’99년도 과학기술자문백서

민철구
민철구
민철구

 기타연구
1999-01
1999-02
1999-03

 정기간행물
기술혁신연구 제7권 1호
기술혁신연구 제7권 2호
과학기술정책 제118호-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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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정책연구
2000-01
2000-02
2000-03
2000-04
2000-05
2000-06
2000-07
2000-08
2000-09
2000-10
2000-11
2000-12
2000-13
2000-14
2000-15
2000-16
2000-17
2000-18
2000-19
2000-20
2000-21
2000-22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조사
국가 산업기술정책 동향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선진화
산업간 연구개발투자 포트폴리오의 실증분석
생물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5개년 계획
성과주의에 의한 R&D 출연금 예산관리시스템
R&D 평가시스템의 이론적 체계 구축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 산업의 기술혁신 전개추이와 산업구조의 변화 전망
대학의 연구비 관리시스템
과학기술의 자본화: 과학기반산업의 혁신
오프라인산업의 e-전환을 위한 요소기술의 디지털 전환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및 대응방안
디지털 기술혁명과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의미, 양상 및 발전과제
연구중심대학의 효과적 육성방안
연구과제의 경제성 평가모형의 개발
첨단 벤처기업의 기술실용화 실태와 촉진방안 연구
첨단소형전문연구소의 배양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선진국 생물산업 혁신체제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유전체연구의 전략적 대응방안
해외 신흥혁신클러스터의 특성 및 성장요인
정부-민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구조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윤문섭
박동규
박용태
신태영
김갑수
김계수
이정원
신태영
이민형
조황희
박동현
김기국
조현대
민철구
이재억
서상혁
김갑수
송위진
안두현
홍성범
황용수
홍사균

장진규
안현실

기술혁신이론 개관
신제품개발 프로젝트의 부서간 통합특성 및 현황에 관한 연구: 장영실상 수상 프로젝
트를 중심으로
다자간 전략물자･기술수출통제체제에 관한 국제동향분석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지식흡수의 학습과정 모형 연구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 인적자원 개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부문 협력방안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관측위성분야에서의 한･일 공동협력방안 연구
포항제철의 기술능력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창업보육사업의 운영특성과 성공요인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성과제고방안
국가와 기업에서의 기술예측 결과 활용 방안
OECD 국가들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활동 분석
주요산업의 기술혁신체제
국가과학기술 혁신시스템에서 인터넷기술의 활용방안

이공래
남영호 김치용

김성수
배용호

 연구보고
2000-01
2000-02
2000-03
2000-04
2000-05
2000-06
2000-07
2000-08
2000-09
2000-10
2000-11
2000-12
2000-13
2000-14
2000-15

최영식
홍사균
임덕순
이장재
김정흠
김두환
송성수
이달환
정선양
임기철
권용수
정선양
황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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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
2000-01
2000-02
2000-03
2000-04
2000-05
2000-06
2000-07
2000-08
2000-09
2000-10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틀 모색
선진국 과학기술 문화사업의 추진방향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체제 분석
개방형･모듈형 기술패러다임에 대응한 기술혁신전략: 리눅스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
주요 과학기술정책 과제의 전개방향
PBS의 관련 개념과 적용조건
기술의 투자가치분석 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연구
기업연구개발투자의 Nowcasting을 위한 사전조사
경제성장과 기술이전에 관련된 주요 논의

최영락 송위진
송성수
이철원
송위진
허현회
최영락
이민형
안두현
박동배
이명진

일본 산업기술정책의 향후 방향: 산업기술전략
일본 바이오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대학 및 국가연구소 연구성과의 활용법
21세기 생물산업 창조를 향한 일본 정부의 기본전략과 프로젝트
일본의 차기과학기술기본계획(안)
독일의 지역개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Exist 및 Bio-Regio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황희
조황희
조황희
조황희
김성수

 조사자료
2000-01
2000-02
2000-03
2000-04
2000-05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2000-01
2000-02
2000-03
2000-04
2000-05
2000-06

뉴질랜드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호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중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EU의 연구개발 정책 동향
캐나다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이명진
김기국
임덕순 박영태
홍성범 이춘근
정성철
최영식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IMD 평가와 대응방안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99 기관평가 보고서
1999년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관평가보고서
’99년 지방과학기술연감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New Millennium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조사연구
’99년 및 2000년도 기초연구예산 투자흐름 분석 연구
다자간 전략기술 수출통제 체제의 최근 강화추세와 우리의 대응전략
정부연구개발프로그램 평가체제의 비교분석과 향후 평가 체계 구축방안
생물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5개년 계획
21세기를 지향하는 KIST의 발전전략 및 대형연구사업 추진 체제 설계에 관한 연구
기상관측망의 효율화를 통한 기상서비스체계 강화방안
2000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평가시스템 개선 연구

권용수 정진호
이정원
이철원
정선양
임기철
임기철
민철구
최영식
황용수
신태영
김갑수
최영락
윤문섭
이정원

 수탁연구
2000-01
2000-02
2000-03
2000-04
2000-05
2000-06
2000-07
2000-08
2000-09
2000-10
2000-11
2000-12
2000-13
2000-14

제5장 부록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Annual Report 2007 229

2000-15
2000-16
2000-17
2000-18
2000-19
2000-20
2000-21
2000-22
2000-23
2000-24
2000-25
2000-26
2000-27
2000-28

민군기술 이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제도 정비 방안
지식기반사회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인프라 정비 방안
연구개발인력의 중장기(2000~2010) 수급 전망
국가지원 슈퍼컴퓨터센터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과학기술정책 교육프로그램 개발
농업 신기술의 투자가치 분석 모형: 씨감자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가상기술력 종합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위한 외부의견 조사
다자간 전략기술 통제체제 동향 조사
과학기술계 연구회 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국내외 기술기획 방법론 조사 연구
중국 R&D현황 및 국내기업 현지화 방안
광주광산업 타당성 분석 중 추진체계 연구

홍성범
임기철
임기철
고상원
송위진
이공래
안두현
장진규
김성수
최영식
민철구
임기철
홍성범
박동배

 기타연구
2000-01
2000-02
2000-03

한국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조정과 통합(논문)
’99 단기현안과제 자료집
2000년도 자체평가 보고서

김성수
STEPI
STEPI

 정기간행물
기술혁신연구 제8권 1호
기술혁신연구 제8권 2호
과학기술정책 제121호-제126호

2001년
 정책연구
2001-01
2001-02
2001-03
2001-04
2001-05
2001-06
2001-07
2001-08
2001-09
2001-10
2001-11
2001-12
2001-13

다자간 수출･이전체제(민군겸용기술)의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대응전략
남북한 과학기술 인력교류 효율화 방안
대학-산업 연계 시스템과 스핀오프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대비 국내 체제 정비 방안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성과평가지표체계 분석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학연산 유동성 실태조사 및 제고방안
과학기술 국제 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세계과학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국내 과학기술활동의 점검
한국 기술경쟁력의 평가와 전망
과학기술의 위험과 통제시스템
e-Business의 확산과 산업혁신과정의 변화: 자동차산업
e-Business의 확산과 산업혁신과정의 변화: 섬유산업

최영식
김철환
윤문섭
김계수 이춘근
최영식
이민형
고상원 외
홍성범 이명진
송성수
이원영
이공래
엄미정
장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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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4
2001-15
2001-16
2001-17
2001-18
2001-19
2001-20
2001-21
2001-22
2001-23
2001-24

e-Business의 확산과 산업혁신과정의 변화: 전자산업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e-Business의 확산과 산업혁신과정의 변화: 화학산업
e-Business의 확산과 산업혁신과정의 변화
남북한 과학기술공동체 구성 및 기본전략 도출
북한의 주요 분야별 과학기술현황 조사
e-Business의 확산과 산업혁신과정의 변화: 보건의료산업
선진국 공공연구기관의 중점연구영역 및 운영체제
산업･기업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변화: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분석 방법론 개발

배영자
민철구
이명진 정우탁
박동현
박동현
홍성범
홍성범
송위진
황용수
조현대 정성철
장진규

과학기술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통일독일의 혁신체제 전환과 자원배분

조황희
김성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 방안
분야별 과학기술 발전전망과 투자방향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체제 현황 및 개선과제
Valuing Technology Investments by Strategic Cost Management(SCM):
A Case Study of Initial Multiplication Technology in Seed Potato Production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혁신시스템에서의 기술이전과정과 성공전략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 변화: 실태 및 정책과제
노벨상의 의미와 과학기술정책 방향
한중일 3국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정책: 서울대학,북경대학,동경대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여성의 주요 정책 쟁점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의 결합: 생물정보학의 등장과 그 의의
복잡계 경제학의 기술혁신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디지털 경제의 통계시스템에 관한 기초연구
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

박동현 김석관
신태영
최영식
안두현

일본,미국,유럽 연구개발 프론티어: 21세기 국가경쟁력 지침

김갑수

기술가치평가기법의 개발을 위한 연구
전라남도 과학기술발전 장단기
국가 첨단전략기술분야의 핵신과학기술인력 지도 작성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

이재억
신태영
홍성범

 연구보고
2001-01
2001-02

 정책자료
2001-01
2001-02
2001-03
2001-04
2001-05
2001-06
2001-07
2001-08
2001-09
2001-10
2001-11
2001-12
2001-13
2001-14
2001-15

송성수
이정원
박재민
조현대
송종국
이춘근
이은경
김석관
배용호
엄미정
배영자

 조사자료
2001-01

 수탁연구
2001-01
2001-02
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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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
2001-05
2001-06
2001-07
2001-08
2001-09
2001-10
2001-11
2001-12
2001-13
2001-14
2001-15
2001-16
2001-17
2001-18
2001-19
2001-20
2001-21
2001-22
2001-23
2001-24
2001-25
2001-26
2001-27
2001-28
2001-29
2001-30
2001-31
2001-32
2001-33
2001-34
2001-35
2001-36
2001-37
2001-38
2001-39
2001-40
2001-41
2001-42
2001-43
2001-44
2001-45
2001-46

21세기 한･중 산업기술 및 산업화 협력방안
선진국의 연구개발정책･조사･분석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 테크노파크의 중장기 발전방안
OECD 과학기술정책 활동분석 및 평가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2000년도 기관평가 보고
주요 선진국의 전략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충북 특성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구상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방안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진흥방안
대전지역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혁신 종합계획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스핀오프 촉진 방안
울산광역시 지역특화 과학기술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우크라이나 과학기술정책 및 강점기술 조사 분석 연구(1)
국제 과학기술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자문단 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민군겸용기술사업의 활성화 방안
경기도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특정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한국 과학문화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연구개발 전략
지식정보화 2단계 규제개혁과제
신경제적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혁신 정책 방향
정보화 촉진기금 융자사업 성과 분석
과학기술 예측조사의 한･일･독 비교 분석 연구
기초기술분야 발전방향 연구기획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연구
다자간 대형 국제공동연구사업 과제발굴 및 참여방안 모색연구
북한의 첨단기술(IT･BT) 개발동향 조사연구
과학기술인력 통계지표의 보완 및 개선방안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학연산 유동성 실태조사 및 제고방안
2001년도 소관연구기관 기관평가 편람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표 작성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인력부문
STEPAN 사무국 운영
2001 지방과학기술연감
국방연구개발 성과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부품･소재분야 민간기술개발공동체 형성전략에 관한 연구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방안
전략기술 수출통제체제 동향분석 및 대응전략
산업군집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연 연계체제 활성화 방안
2001년도 과학기술정책과정 연수 프로그램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이원영
김갑수
조황희
정성철
이정원
황용수
이공래
정성철
이명진
송성수
윤문섭
고상원
홍성범
정성철
이공래
홍성범
임기철
최영락
홍사균
이재억
박동현
김갑수
조현대
장진규
임기철
홍사균
황용수
이명진
이춘근
고상원
고상원
이정원
조황희
조황희
최영식
송종국
조황희
김갑수
이정원
최영식
임기철
박동배 이정협
장진규

2000년도 기관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STEPI 연구생산성 진단 및 발전비전 수림

이공래
이철원

 기타연구
2001-01
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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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
2001-04
2001-05
2001-06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경영관리시스템
2000년도 단기현안과제 자료집
지식의생산과활용의제도화: 경기도를사례를
아시아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관한 조가연구(2)

김계수
STEPI
이정협
최영식

 정기간행물
기술혁신연구 제9권 1호
기술혁신연구 제9권 2호
과학기술정책 제127호-제132호

2002년
 정책연구
2002-01
2002-02
2002-03
2002-05
2002-06
2002-07
2002-08
2002-09
2002-10
2002-11
2002-12
2002-13
2002-14
2002-15
2002-16
2002-17
2002-18
2002-19
2002-20
2002-21
2002-22
2002-23
2002-24
2002-25
2002-26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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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수립과정의 개선방안: 정책결정과정의 참여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글로벌화의 현황과 과제
선진국 대학연구체계의 발전과 현황에 대한 연구
신기술분야 과학기술인력의 공급구조분석
중소기업지원 산학연 협동연구 개발사업의 애로요인 조사분석요구
과학기술인력의 복지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고령사회대비 복지 과학기술 정책연구
공공연구 개발성과의 기술 확산 메커니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국가 e-R&D 시스템 구축 방안
2002년도 한국의 기술 혁신 조사: 제조업
신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주의의 강화추세와 정책대응 방향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혁신 특성과 전략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창조성과 협동성 발전 연구
기업의 기술전략 변화와 정책 시사점
과학기술분야 졸업생의 취업 및 산업별 전공-직종구조 분석
한국 테크노파크의 종합 경영관리 시스템
한국의 과학기술인력 정책
동북아 한민족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 연구
주요 신기술의 혁신추이 및 경쟁력 분석: BT, ET, NT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화 환경분석 및 대응방안
북한 과학기술현황 및 정책동향 분석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연구개발활동 및 시사점: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
대학연구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계 지식가치 보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신기술분야 대형연구개발과제의 사전심의를 위한 타당성 분석방법

김영삼
오세정
홍성욱
한유경
김현기
이수연
심상완
김선근
박동현
신태영
최영식
이공래
김갑수
송종국
조황희
김계수
조황희
이춘근
안두현
이명진
홍성범
김기국
윤문섭
민철구
이재억
윤문섭

정철영

엄미정
박재민 외
외
이정원

외
배영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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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
2002-01
2002-02
2002-03
2002-04
2002-05
2002-06
2002-08
2002-09
2002-10
2002-11
2002-12
2002-13
2002-14
2002-15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회의 역할제고 방안연구
프랑스 연구개발체제의 운영 구조와 전략 연구
영국의 연구회 및 산하 공공 연구기관의 운영시스템 분석연구
대덕 밸리의 형성과 진화
전략 통합형 R&D를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
Advenced Manufacturing Technologies and Changes in Work Organization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연구기획시스템의 Best Practice 모형에 관한 연구
회귀분석에 의한 기술가치예측모형
Technological Innovation of Korean Firms
Techno-Economic Paradigm Shift and Evolution of STI Polic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및 BT분야의 기술수준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미국특허의 인용도 분석우리나라 과학수준 및 구조의 특징-SCI논문 분석을 중심으로나노기술 정책동향

권기창
최기련
이찬구
설성수
길영준
장영배
김태유
김갑수
이재억
배용호
황용수
이우형
안규정
이광호

기초연구 지원정책의 방향
행정개혁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체제
우리나라 지식클러스터 실태와 육성방안
남북한 지식클러스터 실태와 육성방안
과학교육의 이슈 및 발전 방향
BSC에의한연구개발조직의성과중심관리
Promoting Innovative Clusters through the RRC(RegionalResearchCenter)
Policy Program in Korea
영국 연구회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전략
연구개발투자와 지식축적량의 국제비교
연구개발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방법론
주요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정책 비교 연구
지방과학 기술진흥을 위한 국제기술협력전략 수립 방안 연구
이집트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과학기술관련 박사후 훈련제도의 실태분석
A Study on Innovation toward University-Industry Networking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신국부론의 국가전략에 관한 연구
광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전략

이원영
송종국
이공래
이춘근
송성수
이민형
이공래

박정민
외
외

윤문섭
윤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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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수 이찬구
송위진
신태영
박동배
정성철
이종일
임덕순 최진영
금동화
신기욱
김기정 정우탁
박동배

 조사자료
2002-01
2002-02
2002-03
2002-04
2002-05
2002-06

수탁연구활동 분석과 변화방향 모색
주요 과학기술 정책과제 도출,분석 연구
신기술발전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의동태적대응방안
유럽연합의 <과학과 사회>: 실행계획
독일 연구 협회의 조직과 운영 상황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 혁신 패턴과 전개 방향: 오염방지 기술 개발 동향

조현대
강광남 송종국
이병민 외
기술사회팀 편역
박진희
장영배

연도별 STEPI 연구보고서 발간목록(1987~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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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연구
2002-01
2002-02
2002-03
2002-04
2002-05
2002-06
2002-07
2002-08
2002-09
2002-10
2002-11
2002-12
2002-13
2002-14
2002-15
2002-16
2002-17
2002-18
2002-19
2002-20
2002-21
2002-22
2002-23
2002-24
2002-25
2002-26
2002-27
2002-28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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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4
2002-35
2002-36
2002-37
2002-38
2002-40
2002-41
2002-42
2002-43
2002-44
2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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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49

제5장 부록

국가기술혁신체제의 세계화 전략
지역혁신을 위한 지식클러스터 실태 분석
우크라이나 과학기술정책 및 강점기술 조사분석연구(2)
OECD기술혁신정책 활동분석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관평가 시스템 및 평가지표 개선방안
송도테크노파크 중장기 발전방안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교육훈련사업
남북한 기술이전 촉진 방안
OECD과학기술정책 활동분석 및 평가
생물산업의 기술가치평가 기본모델 구축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2001년도 기관평가 보고서
2001년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사업 실시 지원연구
과학기술 중기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
선진국과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분석
극지본부 중장기 발전계획
중국전자재료 개발 동향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자문관련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APEC 과학기술 정책포럼 참여 및 전략적 협력보안 발굴사업
중국의 기술경쟁력 급부상에 따른 우리의 과학기술전략
동북아 IT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천전략연구
광산업 2단계(2004~2008) 육성방안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연구방향 및 전문화 발전방안
소관연구기관 기능정립 및 발전방향 기획연구
한의약연구사업에 대한 투자전략 연구
TBI 사업의 성과분석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북한의 최근 과학기술동향 조사/분석 연구
한･미 과학기술협력관계 발전방향연구
해외 첨단기술원천지 진출방안 연구
기술개발사업 투자성과분석
정부출연연구소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나노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입법조사 연구
지속가능 개발을 지향한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연구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표준화사업 투자성과 분석
과학기술자 우대시책 마련 연구
청소년 과학화
전략기술 수출통제 동향분석 및 대응전략(2)
기술환경변화에 따른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2002년도 OECD 기술혁신정책 활동분석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2001~2010) 수급전망
기초과학연구개발투자의 학문적･기술적･경제적 성과분석
이집트 산업기술센터설립 개발조사사업
2002년 기초기술연구회 기관평가시스템 개선연구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술정책 및 주요기술 조사분석 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활동 국제화 방안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배영자
이공래
홍성범
이명진
김계수
조황희
이명진
이공래
정성철
안두현
이정원
이민형 박동배
최영락
최영락
이원영 이재억
이춘근
이공래
이명진
홍성범
홍성범
조황희
민철구
홍사균
안두현
임채윤
홍성범
정성철
정성철
정성철
민철구
송종국
임기철
이정협
장진규
민철구
이은경
최영식
조황희
이명진
조황희
장진규
황용수
이정원
홍성범
정성철
임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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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연구
2002-01

2001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관운영평가 및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홍사균

 정기간행물
기술혁신연구 제10권 1호
기술혁신연구 제10권 2호
과학기술정책 제133호-제138호

2003년
 정책연구
2003-01
2003-02
2003-03
2003-04
2003-05
2003-06
2003-07
2003-08
2003-09
2003-10
2003-11
2003-12
2003-13
2003-14
2003-15
2003-16
2003-17
2003-18
2003-19
2003-20
2003-21
2003-22
2003-23
2003-24
2003-25
2003-26
2003-27
2003-28

Long-run Effects of R＆D Investment on National Economy:
A Macro-econometrec Model
The Role of Forfas and the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Industry in Ireland
"과학기술과 사회"의 주요 쟁점 분석 연구
제조업 공동화 연구: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과학기술예측을 위한 미래사회의 이슈 및 니즈 도출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발전방안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생명윤리와 인터넷내용규제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방안
이공계 대체복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혁신전략
대학의 Academic Capitalism 추세와 발전 방향
유럽 강소국 국가혁신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북한의 경제·과학기술체제 개혁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촉진 방안
과학기술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완화: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국가 과학기술 종합조정시스템과 연구회 운영시스템 발전방안
대학의 연구능력 확충을 위한 연구지원체계의 혁신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 실태 분석 및 개선 과제
Innovation, Catching-up and FDI: Theory, R＆D Pattern and Policy Analysis
for Korea
세계적 일류기업을 향한 기술혁신 전략
한국 과학기술자사회의 특성 분석: 脫 추격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중국의 혁신클러스터 특성 및 유형 분석: 한국사례와의 비교
지식기반경제의 전개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발전방향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발전방향 연구: 선진국 과학기술행정체제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신기술 변화에 대응한 산학연 연구개발 파트너십의 강화방안
21세기 과학기술인력 강국 실현: 핵심과제와 정책방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구조분석 및 정책제언
신기술 연구기획 사전 타당성분석을 위한 지식맵 작성 방법론 개발 및 활용방안

신태영
Colm Regan
송위진 이은경 외
신태영 외
이공래 외
안두현 외
송종국 외
송성수
이은경
최성우
이정원
민철구
임채성
이춘근
조현대
김계수
민철구
권용수
조현대

외
외
외
외

이재억
송위진
홍성범
황용수
황용수
황용수
조현대
조현대
윤문섭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외

배용호
외
이민형
외
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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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
2003-01

독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회 체제 분석연구

정선양

사회발전과 과학기술: 21세기 유럽의 연구 및 혁신 정책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과제
산업경쟁력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정책의 방향
한국 과학기술문화활동의 진화와 과제
국가안보 및 재난관리와 과학기술: 9.11테러에 대한 미국 과학기술계의 대응과
국토안보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Innovation Behaviors of Korea's Manufacturing Firms: Some Empirical
Evidences Based on the Korean Innovation Survey[KIS]Dataset
주요 서비스 산업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분석
Korean R＆D Scoreboard 2003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분석
북한 핵문제의 과학기술적 이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예산관리시스템 개선방안: PBS제도를 중심으로
중국,북한의 섬유산업 발전과 우리의 대응 방안: 남북교역확대를 통한 중국쇼크의 완화
Sources of Corporate Growth: Experiences of Korean Enterprises
환경기술 혁신을 위한 전략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
대형연구 시설 및 장비의 국제 공동 활용 방안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현황 및 과제
과학기술인력 분포의 불균형: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지역별 혁신역량 분석

기술사회팀
최영락
신태영
송성수
배영자

중국의 10.5 과학기술계획연구
2003년도 연구교류회 운영
2003 국제과학기술 협력 사업

이춘근역
송성수 외
임덕순 외

Knowledge Intensive Service Activities in Korea's Innovation System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역활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도출연구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지역별 수요와 역량에 기초한 과학기술진흥방안 연구: 1단계(지역별 수요지도 작성)
WTO 도하개발아젠다의 신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연구: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OECD 과학기술정책 활동분석 및 평가
대미 기초연구협력방안연구: 미국 연방기관을 중심으로
2002년도 소관연구기관 평가실시 지원 연구
제8차 아태 과학기술 세미나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산업계 유인방안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우선순위 설정 연구
광주광역시BIO산업육성계획

이공래
민철구
박동현
이공래
송종국
정성철
배영자
이정원
정성철
박재민
황용수
안두현

 정책자료
2003-01
2003-02
2003-03
2003-04
2003-05
2003-06
2003-07
2003-08
2003-09
2003-10
2003-11
2003-12
2003-13
2003-14
2003-15
2003-16
2003-17

신태영
고상원
STEPI 경북대
이춘근
이민형
이춘근
최영락
백명수 외
권용수
김기국
조현대 외
박동배

 조사자료
2003-01
2003-02
2003-03

 수탁연구
2003-01
2003-02
2003-03
2003-04
2003-05
2003-06
2003-07
2003-08
2003-09
2003-10
2003-11
2003-12

제5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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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3
2003-14
2003-15
2003-16
2003-17
2003-18
2003-19
2003-20
2003-21
2003-22
2003-23
2003-24
2003-25
2003-26
2003-27
2003-28
2003-29
2003-30
2003-31
2003-32
2003-33
2003-34
2003-35
2003-36
2003-37
2003-38
2003-39
2003-40
2003-41
2003-42
2003-43
2003-44
2003-45
2003-46
2003-47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활용 방안
제주지역에 적합한 체험과학관 설립에 관한 조사연구
과학기술발전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산업기술연구회의 새로운 경영전략 및 추진체제
21세기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Post-반도체 초인류기술 국가프로젝트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기상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 한중협력
연구원들의 자기발전을 위한 지속적 학습기회 확충 방안
새로운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기획 연구
전력산업분야 연구시험설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전력산업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체계구축 방안
전라북도 과학기술혁신 종합계획(2004-2009)
청소년 이공계진출 촉진 및 진로지도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미래유망직업연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프로그램 종합분석에 관한 연구(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방안 연구
국가 방재기상체계 최적화 방안에 관한 연구
ISTWG 운영체제 참여 및 협력사업 추진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위한 미래비전 및 이슈 도출에 관한 연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전략기술 수출통제 동향분석 및 대응 전략(III): 바세나르체제 동향분석 및 참여강화
방안 중심으로
과학기술문화창달 5계년 계획 수립
지역별 수요와 역량에 기초한 과학기술 진흥방안: 2단계(지역별 혁신역량지도 작성)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국가발전 기여도에 관한 정량적 분석 및 향후 개선(발전) 방안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효율화 방안 연구
한반도 지구대기감시분야 최적관측망 구축방안 정책연구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10개년 계획 수립 연구
KISTEP R&D 아카데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국내 중전기기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및 수출고도화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정보화촉진기금 성과평가(정보통신 신기술개발, 원천기술개발)
정보화촉진기금 성과평가(정보통신 표준화)
Innovative Cluster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송종국
이정원
이은경
홍사균
김계수
임기철
황용수
이정원
홍사균
이춘근
이은경 조황희
송종국
장진규
장진규
박재민
박재민
홍사균
민철구
신태영
엄미정
이명진
안두현
이은경
권용수
송위진
박동배
박재민
김갑수
엄미정
임기철
박동배
장진규
정성철
윤문섭
이정협

 정기간행물
기술혁신연구 제11권 1호
기술혁신연구 제11권 2호
과학기술정책 제139호-제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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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정책연구
2004-01
2004-02
2004-03
2004-04
2004-05
2004-06
2004-07
2004-08
2004-09
2004-10
2004-11
2004-12
2004-13
2004-14
2004-15
2004-16
2004-17
2004-18
2004-19
2004-20
2004-21

2003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 서비스부문
한국국가혁신체제 발전방안 연구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기술: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과 한국기업의 특허전략
평가
기초연구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전기획연구
과학기술문화활동의 진화와 특징에 관한 국제비교: 시스템 접근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공공연구기관 운영전략
기업의 혁신능력 확충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투자 전략: 정부 R&D투자가 기업의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중심경영시스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성과 확산시스템
국가연구개발의 전략기획을 위한 새로운 연구기획방법론 개발: 기술로드맵(TRM)과
지식맵(KM)의 통합적 접근
미래국가전략산업육성 중장기 기술혁신전략: 분석의 틀 및 IT/BT 주요사례
제약산업의 기술혁신 패턴과 발전 전략
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기업보상전략 개선방안
서비스부문 기술혁신활동 특성분석: 기술혁신조사 통계분석
특허와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분석
지역대학과 출연(연)의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사용자 참여형 기술혁신모델 연구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관고유사업 성과평가모형 설계
및 활용방안
세계1위 상품의 한중일 경쟁력비교와 정책 시사점
정부 R＆D성과평가시스템의 진단 및 개발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체계적접근(I): 일반체계이론에 의한 국가혁신체제의 재조명

엄미정 외
송위진 외
이원영 외

국가혁신체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 혁신체제론적 접근
정부 연구개발 관리제도의 발전과 성과감사제도의 적용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만 달러 시대를 향한 혁신전략과 발전방향: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FTA 협상을 위한 과학기술관련 서비스 분야의 양허현황 분석: 한국,일본,싱가폴 FTA
협상을 중심으로
지역기술혁신체제에서의 공공연구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
과학기술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과학기술인력 수급모형: 현황 및 개선방안
이공계 출연(연)의 활용측면에서 본 연구인력 유동성 현황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커뮤니티의 네트워크 활성화방안: 바이오벤처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송위진
이민형
신태영
송성수 외
김종선 외

신태영
송성수 외
이공래 외
신태영
이민형
김계수 이민형
윤문섭 외
조현대
김석관
이재억
엄미정
정성철
민철구
송위진
최재철

외

최지선
외
외

이정원 송종국
황용수
홍사균

 정책자료
2004-01
2004-02
2004-03
2004-04
2004-05
2004-06
2004-07
2004-08
2004-09
2004-10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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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래
박재민 박명수
박재민 외
김갑수 곽창규
유상임
김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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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연구
2004-01
2004-02
2004-03
2004-04
2004-05
2004-06

중국의 주요 국가과학기술계획
기업규모별 기술혁신활동 실태분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004년도 연구교류회 운영
포틀랜드엔지니어링-기술경영, 국제심포지움 및 아시아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워크숍
2004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지역혁신체제의 거점형성 및 활성화 방안

이춘근 역
엄미정
송성수 외
임덕순
임덕순
임기철 박동배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연구개발집적지구 조성기본계획
성과중심의 연구개발사업(기관) 감사제도 확립 방안
OECD과학기술정책활동분석및평가
2003년도 OECD 기술혁신정책 활동 분석
북한의 최근 과학기술 정책동향조사 분석연구
동북아 연구개발 허브 구축 방안 연구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방안 연구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용 마스터 플랜
정보화촉진기금 종합성과분석 및 성과평가편람 작성
대덕연구단지 30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건설기술연구개발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우선순위 설정 연구
제주생명산업기술발전 10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3년도 소관연구 기관평가실시 용역연구
APCRC 상호협력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코스닥 벤처기업의 아시아 자본시장 진출 전략
국가기술인력지도 구축방안 연구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정보통신표준화사업 성과분석(2003년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과 추진과제
지역혁신주체들의 효율적 기업지원을 위한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중심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대비한 정부출연(연)의 전략적 발전방안
STRM(Strategic TRM) 기획연구
전남지역의 BT산업 발전을 위한 의과학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광주 LED 산업 육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나노기술 국제협력교류 방안 연구
국립과학관경기도소유부지및시설물활용방안연구
정보화촉진기금 종합 성과분석
농림기술개발사업 10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03 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 분석 및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성과지표개발
ISTWG 운영체제 참여 및 협력사업추진
프로테오믹스이용 기술개발사업 기획 연구
전략기술 수출통제 동향분석 및 대응전략(Ⅳ)
2004 포틀랜드 국제엔지니어링 기술경영학회 심포지움: 기술중심사회에 있어서 혁신경영
새로운 국가혁신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APEC 기후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이공래
이민형
정성철
이명진
이춘근
정성철
박재민
박재민 임기철
장진규
임기철임덕순
배용호
황용수
홍사균
조현대
박동배
황석원
박재민
장진규
장진규
조현대임기철
조황희
박재민
임기철
이정원
민철구
박동배
이광호
송성수
장진규
장진규
장진규
이명진
이정원
최영식
임덕순
송위진
박명수

 수탁연구
2004-01
2004-02
2004-03
2004-04
2004-05
2004-06
2004-07
2004-08
2004-09
2004-10
2004-11
2004-12
2004-13
2004-14
2004-15
2004-16
2004-17
2004-18
2004-19
2004-20
2004-21
2004-22
2004-23
2004-24
2004-25
2004-26
2004-27
2004-28
2004-29
2004-30
2004-31
2004-32
2004-33
2004-34
2004-35
2004-36
2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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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8
2004-39
2004-40
2004-41
2004-42
2004-43
2004-44
2004-45
2004-46
2004-47
2004-48

과학기술 현안과제 분석 및 정책대안 연구
원천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과학기술경쟁력 분석 및 제고대책 연구
2004년도 OECD 기술혁신정책 활동 분석
한중일 과학기술협력 현황과 개선 방향
알제리시디압델라과학기술신도시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
북한의 최근 과학기술동향 조사 분석 연구
TBI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
유비쿼터스 R&D 발전 및 국내외 연구기관의 협력방안 연구
농촌진흥사업 성과지표 개발연구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Indicators in ASEAN

황용수
정성철
황석원
이명진
홍성범
임덕순
이춘근
임채윤
송종국
장진규
권용수

 정기간행물
기술혁신연구 제12권 1호
기술혁신연구 제12권 2호
과학기술정책 제145호-제150호

2005년
 정책연구
2005-01
2005-02
2005-03
2005-04
2005-05
2005-06
2005-07
2005-08
2005-09
2005-10
2005-11
2005-12
2005-13
2005-14
2005-15
2005-16
2005-17
2005-18
2005-19
2005-20

제5장 부록

혁신주도형 경제와 신산업정책
한국형 지역혁신체제의 모델과 전략 1: 지역혁신의 공간적 틀
기술혁신과 구조적 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혁신정책의 범위설정과 분석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핀란드와 한국 혁신정책에 대한
사례 적용
BRICs 국가들의 부상과 과학기술정책적 대응방안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 기술혁신 방식: 분석 및 전략제언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공급가치사슬 관점에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요소대체율과 기술진보율에 관한 실증적 고찰
R&D 글로벌화: 현황과 수준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중핵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체제 전환의 유형과 과정
기술혁신 친화적인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의 한국적 형태
국가혁신체제의 질적 성숙을 위한 혁신친화적 노사관계 발전방안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체제(PBS)개선방안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다분야 기술융합의 혁신시스템 특성 분석
21세기를 향한 미국의 신과학기술정책 및 주요 시사점
강소국 국가혁신체제 연구 이슈: 10개 강소국 국가혁신체제 국제공동연구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비전과 과제: 선진형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모색과
정책과제

이상철 외
이정협 외
하태정
이우성
임덕순 외
조현대 외
민철구 외
신태영
이정원 외
배용호 외
송위진 외
정승일
장영배
이민형
김계수외
송성수
이공래 외
최영식
임채성
홍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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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
2005-01
2005-02
2005-03
2005-04
2005-05
2005-06
2005-07
2005-08
2005-09
2005-10
2005-11
2005-12
2005-13
2005-14
2005-15
2005-16
2005-17
2005-18
2005-19
2005-20
2005-21
2005-21
2005-21
2005-22
2005-24
2005-25

제2기 조지 W.부시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독 과학기술체제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05년 과학기술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진단과 평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행정조직적 특성 및 발전과제 분석
기술발달과생태적패러다임전환
기술혁신에 대한 노사관계의 영향
외국인직접투자의기술혁신효과에대한실증분석
특허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정보 분석을 통한 신기술 도출 방법론 및 지표개발
국가혁신시스템하에서의 연구개발파트너쉽 활성화 방안 연구
기술혁신 실적모형 및 결정요인 분석
혁신시스템 이론의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술의 효율적 상용화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권 강화의 기업 생산성 기여 분석
기업 특허출원자료를 활용한 기술혁신활동 결정요인 및 기술확산효과 분석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에 대한 가치평가
기술경제학의 다양한 접근을 종합한 기술추격론의 재구성
제조업의 기술력 측정과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제조업의 기술력 측정과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정부 기초연구사업 관리시스템과 업성과와의 관계
기술혁신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Ⅰ: 기초과학 및 교육
기술혁신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Ⅱ: 기획 및 평가
기술혁신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Ⅲ: 기반 및 기타
토론회 자료: Innovation Korea 및 대학연구 활성화
지역별･산업별혁신역량분석(’01~’03)
정부출연(연)의 R&D 글로벌화 모색을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최영식
이춘근 외

새로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벤처)정책 발굴연구: 국가혁신시스템의 발전과
벤처기업활성화 관점에서
혁신주체의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국과학원의 개혁,혁신,발전
2005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확충방안
2005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제조업부문
대덕밸리 IT 및 BT 클러스터의 Global Value Chain 실증분석
2005년도 과학기술정책단기 현안분석 및 전망
연구개발투자 효과분석을 위한 계량모형 사전연구
기술혁신 관점의 경제성장예측모형 구축방법론

임윤철 외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방안 연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과 과학기술혁신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산업계 연구개발 중간조직의 모형 개발

정성철
송성수
송위진

김성수
허상수
심상완
김홍기
이기환외
이우형
문혜선
유승훈
성태경
정헌수
강성진
서환주
곽승준
이근
홍순기
김영배
변병문
조황희 외
조황희 외
조황희 외
조황희 외
박동배
최재철

 조사연구
2005-01
2005-02
2005-03
2005-04
2005-05
2005-06
2005-07
2005-08
2005-09

박상욱 외
이춘근
임덕순외
엄미정외
김선근
임기철
박재민
이재억

 수탁연구
2005-01
2005-02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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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
2005-05
2005-06
2005-07
2005-08
2005-09
2005-10
2005-11
2005-12
2005-13
2005-14
2005-15
2005-16
2005-17
2005-18
2005-19
2005-20
2005-21
2005-22
2005-23
2005-24
2005-25
2005-26
2005-27
2005-28
2005-29
2005-30
2005-31
2005-32
2005-33
2005-34
2005-35
2005-36
2005-37
2005-38
2005-39
2005-40
2005-41
2005-42
2005-43
2005-44
2005-45
2005-46
2005-47

제5장 부록

과학기술 인력수급통계 조사를 위한 사전연구
TIC-RRC 산업의 연계 모델과 전략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기본계획
농림분야 R&D 중장기 대형과제 선정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시스템
바이오장기기술개발및산업화동향
연구개발기획을 위한 정책로드맵 연구
2005년도 기초기술연구회 STRM(Strategic TRM) 기획연구
이공계 우수인력 양성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안)
대형국책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유형별 평가 방안 연구
국가기술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북한의 통신기술 개발 동향과 KT의 대응 방안
민군겸용기술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북아 과학기술협력체 구성 추진 방안 연구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감사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외 주요과학기술정책 동향조사연구 및 고유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책이해도 제고
국제 무형기술이전(ITT) 운영실태와 우리나라의 도입전략 조사 연구
한-Alberta 기술포럼 개최
대전전략산업기획단의 평가역량 강화 연구
OECD 과학기술 활동 분석 및 활용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중장기 종합계획
현대중공업 기술개발부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과학기술부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기초기술연구회소관정부출연(연)2004기관평가보고서
연구개발성과평가법(가칭) 제정 연구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체계 구축방안2004년도 연구개발사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시스템 구축
기초연구지원사업 및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사회적 성과분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발전 방안 연구
정보통신진흥기금 종합성과분석(I)
변화하는 아시아의 혁신정책과 경영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5년도 과학기술정책과정 연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의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수소경제시대를 대비한 원자력수소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미래혁신형 제 4세대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전력연구원 연구개발 성과분석 신뢰성 평가
원자력안전규제제도 종합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보화 혁신에 대한 연구
원자력안전규제제도 종합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산업혁신역량 자원화 전략
벤처캐피탈의 기술가치평가능력 제고 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통합성과지표 개발 연구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가이드라인 작성연구

박명수
이정협
이공래
윤문섭
김석관
조황희
이정원
박재민
임덕순
조황희
이정원
황용수
이춘근
이춘근
정성철
이민형
조황희
최영식
김기국
이민형
정성철
장진규
이정원
황용수
조현대
황용수
장진규
장진규
홍사균
장진규
이공래
이광호
최지선
황석원
황석원
황석원
장진규
송종국
조황희
송종국
박동배
임채윤
장진규
장진규

신태영

임기철
임기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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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료
2005-01
2005-02
2005-03
2005-04

독일의 연구구조와 연구개발프로그램: 독일연방보고서 연구 2004
가상기업개념을 활용한 기술사업화에 관한 연구
지방의 경쟁력과 기술에 관한 연구
2005년도 연구교류회 운영

조황희 외
이경휘
이성복
홍사균

 정기간행물
기술혁신연구 제13권 1호
기술혁신연구 제13권 2호
과학기술정책 제151호-제156호
혁신정책브리프 제1호-제8호

2006년
 정책연구
2006-01
2006-02
2006-03
2006-04
2006-05
2006-06
2006-07
2006-08
2006-09
2006-10
2006-11
2006-12
2006-13
2006-14
2006-15
2006-16
2006-17
2006-18
2006-19
2006-20
2006-21
2006-22
2006-23
2006-24
2006-25
2006-26
2006-27

한국형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
제조업 부문 기술혁신의 결정요인과 정책과제
자원배분 지배구조: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위한 혁신정책의 방향
제약산업의 혁신체제 개선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방안
정부연구개발 평가제도의 연계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구조와 성과와의 상관관계 분석: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부지원사업의 성과평가방안
BT분야 혁신기반 실태분석 및 선진화 방안
정부출연연구기관 PBS제도의 대체모델 적용 연구
R&D 프로그램의 유형별 경제성 평가 방법론 구축
노동시장 구조가 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중심으로
재생의학의 기술경쟁력 평가: 특허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해외 현지 연구개발 유형 및 특성분석
대중소기업간양극화해소를위한기술혁신역량획득및확산전략
R&D와 국제무역: R&D투자가 한국경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기여
나노기술을 활용한 부품소재기업의 기술혁신특성 분석
체제전환국들의 과학기술체제 개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선진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가상 클러스터 활용방안: 지리적 클러스터의 보완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인력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과정 및 취업구조분석
중견기업의 기술혁신특성 분석과 시사점: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래 경제사회의 트렌드 전망과 과학기술 발전 비전(1)
탈추격형 기술혁신체제의 모색
한국형 지역혁신체제의 모델과 전략: 지역혁신의 유형과 발전경로
지역혁신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임채윤
신태영
조황희
안두현 외
배용호
김석관
이정원
홍사균
박재민 조현대
조현대
김계수
황석원
이우성
안두현
김기국
하태정
김병우
김석현
이광호
이춘근
김왕동
박재민
김종선
임기철 이정원
송위진
이정협
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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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8
2006-29

권역별 과학기술정책동향 조사분석사업[1차년도]: 주요국 국공립연구기관의
조직구조와 운영시스템 분석
과학기술혁신정책 운영방향

장영배 조현대

과학기술인력 병역제도 개선
HRST 공동연구센터 연구 및 운영방안 수립
한국 벤처생태계의 성숙과 진화
정부 R&D투자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전략성 제고 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특허정책의 변화와 특허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기술시장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바젤II 협약에 따른 기술 중심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
기술혁신중소기업정책금융의효과적인성과관리를위한성과평가방안:
중소벤처기업창업자금을중심으로
해외자회사 기술개발 수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구축
배아 연구관련 공공윤리에 대한 미국, 한국, 그리고 영국간의 정부윤리위원회간의
비교 분석
미국의 지식패권과 과학기술정책: 지식국가의 형성과 발전과정
과학기술정책 분석에 있어서 대리이론의 적용: 정책 문제로서의 위임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자의 이해충돌문제와 그 대처방안
SCI와 연구개발 성과평가
지식재산권 공동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신기술의 환경성 분석.평가 사전연구: IT, NT, BT를 중심으로
Development of Methodologie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 Public R&D
Investments in New Technologies

김창경
박재민
손동원
오동훈
한미경
박규호
손소영
배경화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성과와 과제
BRICs 국가의 부상과 과학기술 정책적 대응방안(인도)
BRICs 국가의 부상과 과학기술 정책적 대응방안(브라질)
2006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서비스부문
주요 과학기술 국제협력 성공사례 조사연구
한국의 혁신수준 분석: EIS를 토대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2006
2006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확충방안: 2006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

민철구 홍정임
박동배
박동배
엄미정
최영식
엄미정
김석현
이명진

문화산업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육성 방안
Sub-national Innovation Systems and Technology Capacity Building Policies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SMEs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활동에 관한 조사 분석
Incheon Motor Park(IMP) 조성방안 연구
연구개발 재원배분 구조 개선방안 연구
부처별 R&D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임기철 최지선
김왕동

홍사균

 정책자료
2006-01
2006-02
2006-03
2006-04
2006-05
2006-06
2006-07
2006-08
2006-09
2006-10
2006-11
2006-12
2006-13
2006-14
2006-15
2006-16
2006-17

김완민
김은성
배영자
정병걸
박기범
황석원
손수정
유의선
J. Adam Holbrook

 조사연구
2006-01
2006-02-1
2006-02-2
2006-03
2006-04
2006-05
2006-06
2006-07

 수탁연구
2006-01
2006-02
2006-03
2006-04
2006-05
2006-06

제5장 부록

신태영
장진규
황용수
조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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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
2006-08
2006-09
2006-10
2006-11
2006-12
2006-13
2006-14
2006-15
2006-16
2006-17
2006-18
2006-19
2006-20
2006-21
2006-22
2006-23
2006-24
2006-25
2006-26
2006-27
2006-28
2006-29
2006-30
2006-31
2006-32
2006-33
2006-34
2006-35
2006-36
2006-37
2006-38
2006-39
2006-40
2006-41
2006-42

기술확산체계 개선을 통한 고용 창출 방안
동북아 과학기술 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중일 협력방안
국가 우주개발의 효율적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개발투자 경제효과분석
자유무역 관련 과학기술분야 신국제규범 대응전략 연구
철도기술중장기 기본계획(2006~2010)
나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ISTWG 운영체제 참여 및 협력사업 추진
클러스터 지형도에 기초한 부산시 문화산업 발전 방안 연구
중장기 최적 국가 통합 지진관측망 구축 및 운영제도화 방안 연구
IT 인력 노동시장 지표개발 및 동향조사
2006년도 기초기술연구회 STRM(Strategic TRM) 기획연구
해외우수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 방안
기술기반의 삶의 질 제고방안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기술지도(G-TRM)수립 연구
가치창조형 과학기술혁신정책 Map 도출 연구
산림과학기술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접근방안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방안 부품소재혁신 정책 연구회
연구개발 재원배분 구조 개선방안 연구
국내외 산학협력 인력양성 우수사례분석
기초과학 전문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육성방안
혁신 클러스터 정책의 평가 및 추진과제
참여정부 혁신주도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공공부문 연구개발투자 재원 확충 및 성과 극대화
연구개발투자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연구
핵심기술 주관연구기관 및 시제업체 평가기준 선정 방안 연구
정부출연(연)의 재정 효율화를 위한 감사기능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비상임
감사제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개편방안 연구
국가 의료 R&D투자 현황 분석 및 투자 전략 연구
산학협력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IT 전문인력 고용 효과분석
다자간 전략기술 수출통제체제의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 바세나르
수출통제체제(WA)를 중심으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박명수
이명진
조황희
이재억
송치웅
이공래
박명수
이명진
최지선
박동배
박재민
이정원
김기국
조황희
조황희
임기철
조황희
안두현
이춘근
이광호
신태영
박재민
조현대
이정협
이정협
배용호
배용호
이춘근
임채윤
이민형
송종국
김석관
이재억
박재민
최영식
홍사균

 기타자료
2006-01
2006-02

과학기술정책포럼 운영(2006)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사전기획시스템 구축 및 연구로드맵 작성

윤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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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과학기술정책 제157호-제162호
혁신정책브리프 제 9호-제20호 *[혁신정책브리프]는 ’07년부터 [과학기술정책이슈]로 제호가 변경됨

2007년
 정책연구
2007-01
2007-02
2007-03
2007-04
2007-05
2007-06
2007-07
2007-08
2007-09
2007-10
2007-11
2007-12
2007-13
2007-14
2007-15
2007-16
2007-17
2007-17
2007-18
2007-19
2007-20
2007-21
2007-22

지식재산권 증권화를 위한 탐색연구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최적 R&D 집약도 도출: 파레토 최적배분을 위한 탐색적 연구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기술혁신활동 및 생산성 비교분석
NBIT 컨버전스 연구개발조직의 발전방안 연구
기술이전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혁신 유형에 따른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방안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대덕 IT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기술기반 문화콘텐츠 서비스업의 혁신특성과 R&D 전략: 온라인게임산업을 사례로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 방안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전략과 과제
정부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에 미치는 영향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연구시스템 혁신방안
과학기술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인력부문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성과평가체제 구축
脫추격형 기술혁신의 불확실성 대응 전략
脫추격형 기술혁신의 기술위험 관리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진단과 대안 모색: 대기업 중심 생산집적지의 전환을 중심으로
국내외 공공연구시스템의 변천과 우리의 발전과제
고령자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한 과학기술 활용방안
지역혁신사업 예산관리체제의 효율성 제고방안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HRST 정책진단 및 중장기 정책방향

손수정
김병우
김현호
하태정
임채윤
김종선
송종국
김왕동
배용호 홍사균
최지선
이광호
이우성
정승일
민철구
엄미정
엄미정
송위진
성지은
이정협
조현대
조황희
이민형
엄미정

기술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공공기술구매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줄기세포 연구의 경쟁력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비교정책연구: 영국과 싱가폴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지식확산효과와 연구개발 효율성이 기업들의 지리적 집적과연구개발활동에 미치는 효과
에 관한 모형 연구
정치와 과학기술의 관계에 관한 정치인의 인식에 있어 한국적 특수성 분석: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성의 역할
퍼지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을 이용한 지역혁신역량지수의 도출
IT혁신제품 및 서비스의 지속사용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변혜영
이명화

 정책자료
2007-01
2007-02
2007-03
2007-04
2007-05
2007-06
2007-07

제5장 부록

조유리
김정부
김병윤
허재용
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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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
2007-09
2007-10
2007-11
2007-12
2007-13
2007-14
2007-15
2007-16
2007-17
2007-18
2007-19
2007-20
2007-21
2007-22
2007-23
2007-24
2007-25
2007-26
2007-27
2007-28
2007-29
2007-30
2007-31
2007-32
2007-33
2007-34

국가혁신체제에서의 국가의 역할 연구: 미국과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생명공학기술혁신에서의 집단간 차이 변수의 정책적 함의: 약물유전체학과 맞춤형 의료
를 중심으로
한국 산업의 지역별 소득불균형 분석과 산업의 성장 및 성과에 대한 영향력 연구
나노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사례 조사: 유럽 주요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집적(clustering)과 기업의 술혁신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 과학기술인력 고용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 평가 틀의 분석 및 벤처기업 평가 개선방안
유럽연합의 ‘사회속의 과학’ 주요사업 분석을 통한 국가 과학문화정책의 시사점 도출
방안 연구
한국 과학기술 정책네트워크의 특성분석: 관료주도 정책결정시스템의 원인과 대안
새로운 기술수준 측정 방법론 개발에 대한 이론적 접근
산･학･연 협력에서 기술혁신 기업의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사례
개방형 기술혁신을 위한 산업별 혁신 네트워크 구축전략 수립
한국의 과학기술장기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
R&D Contests with Externalities in Prizes and Costs
산학협력 증대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구조적, 문화적, 행위 차원의 분석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고려한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방법론 개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역량평가 지표 틀 탐색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성장 요인 분석: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직무발명의 이론적 보상 모형
기술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과학기술 비전 2030
미래 경제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비전
혁신의 모듈화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동향
미래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과학기술정책 개선 방안
과학기술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정치 패러다임 모색
정부의 기술발전리더십 재설정 방향 조사연구
이동통신서비스산업의 혁신 유형 및 특성 분석: 모바일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석민
안성우

공공연구부문에서의 기술상용화 메커니즘의 비교분석과 활용전략
지하핵실험에 대한 과학기술적 이해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민군혁신체제 연계방안: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융합 연구의 형성과 발전 과정의 고찰을 통한 국내 연구 현황 분석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동향 및 시사점
발생기준(Accrual Basis)에 따른 상장기업 연구개발 투자분석
새로운 과학기술 국제협력 규범의 출현과 주요 시사점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2차년도)
권역별 과학기술정책 동향조사 분석사업(2차년도): 주요국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의
사례 분석
WTO/FTA 과학기술분야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2007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확충방안
광주첨단지구 지역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GPN(Global Product Network) 참여유형 연구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발전 방안: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성과지표 온라인 서비스 구축 사업에 관한 연구

최재철
이춘근
이춘근
박기범
안두현
박동배
최영식
장진규
장영배

김윤희
김성수
이창양
박명수
조형래
조숙경
김성수
박병무
이미경
김성홍
송성수
이상학
한경희
황석원
유의선
김석현
이재억
장병열
이정원
이정원
김석관
임기철
정복철
함성득
최지선 외

 조사연구
2007-01
2007-02
2007-03
2007-04
2007-05
2007-06
2007-07
2007-08
2007-09
2007-10
2007-11
2007-12
2007-13
2007-14
2007-15

이명진
이명진
박광서
김윤명
이성로
김대철

연도별 STEPI 연구보고서 발간목록(1987~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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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연구
2007-01
2007-02
2007-03
2007-04
2007-05
2007-06
2007-07
2007-08
2007-09
2007-10
2007-11
2007-12
2007-13
2007-14
2007-15
2007-16
2007-17
2007-18
2007-19
2007-20
2007-21
2007-22
2007-23
2007-24
2007-25
2007-26
2007-27
2007-28
2007-29
2007-30
2007-31
2007-32
2007-33
2007-34
2007-35
2007-36
2007-37
2007-38
2007-39
2007-40
2007-41
2007-42
2007-43
2007-44
2007-45
2007-46

제5장 부록

한 미 FTA 과학기술분야 대응방안 연구
성남시 전략산업 선정 및 활성화 방안
정부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최근 동향 및 투자방향 분석
정부지원 이공계인력 양성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
지방 R&D 예산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및 산하작업반 활동에 관한 조사 분석
서울시 산업분류 개편방안
글로벌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
심해저 광물자원(망간단괴) 개발 경제성 분석 평가
특구육성사업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연구
융자원금회수 이자수입 추계 모델 개발 및 수입예산 전망
대덕특구 글로벌 환경 현황 및 잠재 유치대상 실태조사 연구
한수원㈜ 사내 기술지도 작성 및 지적재산권 관리 개선방안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제 도출 및 북한과학기술연구회 운영
에너지 자원분야 인력 수급실태분석
제 2기 암정복 10개년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부문 세부 실천계획 수립
ASEAN 회원국과 과학기술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한EU FTA 과학기술분야 대응방안 연구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기본사업 및 협동사업 연구성과 활용도 분석
미래유망 파이오니아사업을 위한 융합기술연구 추진전략
포항첨단의료산업클러스터 성사업의 예비 타당성 연구
IT 융자 사업 성과 분석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산업의 정책적 경제적 효과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4+9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 성과분석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설비투자 확대 방안 연구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종합계획수립 연구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전략 방향
산학협력 기술인력양성 우수모델 개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수익모델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 국방기술과 민수기술간의 상호 파급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서비스과학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세계일류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청년층의 숙련 불일치와 직장 이동
기본연구사업 성과제고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산업비전 전망과 경기도 혁신 클러스터 육성 전략
과학기술진흥기금 존치 및 국채상환방안에 관한 연구
미생물산업의 국가 연구개발 전략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 PART 1
원활한 전략거점 조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 활성화 방안
웹 2.0 시대의 과학기술전략
FTA 체결이 과학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한국과학기술행정 40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기초과학 연구진흥을 위한 이과대학 육성방안
제 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하태정
윤문섭
박재민
박명수
박동배
신태영
하태정
김기국
황석원
김왕동
장진규
김기국
장진규
이춘근
엄미정
이정원
이명진
송치웅
이광호
황정태
안두현
장진규
장진규
이광호
이정협
김병우
조황희
이정원
엄미정
임채윤
이재억
조황희 이우성
안두현
엄미정
이민형
안두현
이정협
장진규
민철구
홍사균
이정협
하태정
하태정
황용수
이우성
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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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7
2007-48
2007-49
2007-50

국가연구개발시스템에서의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 개선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빔 이용과 장치응용분야 2단계 성과분석 및 3단계 기획 연구
저명과학기술자 네트워크 사업
한중과학기술협력프로그램 도출 연구

박기범
황석원
이명진
김기국

2007년도 과학기술정책포럼집
2007년도 과학-경제포럼/혁신정책포럼/기술경영포럼 운영
2007년도 연구교류회 운영

황용수 외
장진규 외
배용호 외

 기타자료
2007-01
2007-02
2007-03

 정기간행물
과학기술정책 제162호-167호
과학기술정책이슈 제1호-제6호

연도별 STEPI 연구보고서 발간목록(1987~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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