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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Global Think Tank
國利·民福·共榮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연구의 글로벌 싱크탱크로 거듭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연구로 과학기술 발전에

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과학기술관련 부처의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STEPI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관련 기관과 MOU를 맺고 OECD

변화의 속도를 읽는 통찰력과 미래 발전의 잠재력을 키우면서 성장하여 왔습니다.

등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으며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연구도 수행해 왔습니다. ODA 대개도국

그동안 우리는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여 산업경쟁력을

기술혁신 프로그램의 추진과 EU Framework Program의 참여는 대표적인

확보하는 데 과학기술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단순한

국제협력 및 선제적 정책연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요소의 투입만으로 성장할 수 없는 구조와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학
기술도 단순한 생산요소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본 연차보고서는 2011년도 한 해 동안 STEPI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사업, 국내외

수행해야 합니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기초·원천연구를 통한 기술

심포지엄, 학술회의, 과학기술정책포럼, 대개도국 교육·훈련, 연구교류회 등 연구와

선도가 필요합니다.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의 지위에 선 우리가 개발도상국과의

관련된 활동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자는

협력에 과학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인구

물론 정부와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구조의 변화, 환경·기후변화 문제, 에너지 고갈, 소득의 양극화 및 과학기술의
부작용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은 아무리

STEPI는 2012년에도 사람과 사회, 그리고 시대정신과 소통하는 가치 기반 위에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국리민복과 세계공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STEPI는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적 문제해결,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STEPI에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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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특징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중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및 우리의
경쟁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실업난 해소와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까운 미래에 세계 시장에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적극적으로 성장동력화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 세계적

과학기술정책,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

환경 위기 등의 요인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정책을 모토로 정책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차세대 미래유망 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해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미래유망
성장동력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글로벌 녹색혁신역량 평가 및 활성화 전략”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경제 및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R&D 기반의 성장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연구이다. 예를 들면“글로벌 신 서비스 R&D 추진 전략”
,“지식재산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성장동력화

2012 연구사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현재 국리민복과 국제공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의 글로벌

2011 연구사업

국리민복과 국제공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

방안”
,“과학기술 혁신기반 모바일생태계 발전 전략”등이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IT를 둘러싼 경쟁력의 기반이 애플의 아이폰 등장
이후 모바일 IT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된 것들이다.
■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현재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에서 경제 발전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 안전 등

연구 관련 활동

2011
연구사업 특징

국민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 데 기인하지만 여기에 더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의 심각화, 세계 각국을 휩쓰는 자연재해의
대형화 등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과학기술은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한다. 이에 따라“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 활성화 방안”
,“전염성 동물질환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방안”
,“과학기술과 공정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방안”
등의 과제 등이
수행되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책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먼저 과학기술에
■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분석”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Ⅲ”등에서 다루어졌다. 자본축적이 한계에 부딪히고 인구의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선진기술의 도입, 흡수, 개량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자체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연구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진입하였고 우리의 성공 사례가 개발도상국의 수범사례가 되면서 개발도상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더 도약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연구이다.

과학기술정책 벤치마킹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맞추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둘째, 국가 경쟁력 향상과 차세대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연구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과

바람직한 과학기술 ODA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로“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1차년도”

세계적인 자원위기 의식의 팽배로 인해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녹색산업과 신생기술을 바탕으로 한

등이 추진되었다.

9

기관 현황

8

기반한 국가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이는“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국가발전전략 의제발굴 및

연구 실적 목록

2011년의 주요 정책연구를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사회적 문제해결 기여, 국제사회 발전 기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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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구사업

과학기술과 공정성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Ⅲ
연구책임자 | 박기범

|

참여연구원 | 홍성주, 김동광, 한재각, 홍성욱

■ 과학의 상업화로 인한 전통적 과학규범의 변화를 과학기술의 공정성 관점에서 진단하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연구수행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시

주요내용
■ 과학의 상업화로 인한 전통적 규범의 변화

■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사회의 규범 변화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체제는 매우 짧은 시기에 정부에 의해 집중적으로 육성되어 과학기술자 사회의 형성 과정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큼
- 대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년 사이에 과학의 상업화로 인한 규범의
변화가 관찰되며 전통적 규범의 약화는 과학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높은 상황
- 과학의 상업화 추세와 함께 연구자들이 이해갈등 상황에 놓일 가능성과 이에 따른 공정성 저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 노력은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
■ 공정한 과학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상호관계에 대한 대중과 연구자의 신뢰가 여전히 높은 편이나 점차 과학기술과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처할 필요

정책대안
■ 이해갈등의 가이드라인 마련
- 대학 외부와의 재정적 이해관계 유형을 명시하고 기관차원의 심의 절차 마련
- 이해갈등 상황의 행동 지침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공공가치 제고를 위한 공익과학 추진

■ 과학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 기획과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대
- 절차적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관리제도 개선

연구목적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연구의 프레임을 재설정하고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및 핵심 미래

이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 도출
- 메가트랜드가 주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여 이슈/분야별로 미래 전망을 제시

주요내용
■ 혁신전망
- 과학기술은 그 자체의 발전보다는 사회와 산업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단순한
미래 기술예측을 넘어서 사회와 산업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전망 시도
-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화두가 될 주요 이슈에 대해 정부, 산업(생산자), 사회(최종소비자), 기술 등 4개 주요 주체
(actor)를 중심으로 시스템과 이를 구성하는 주요 산출물의 내용 및 흐름을 면밀히 분석
- 이러한 시스템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향후 10~20년 내 당면하게 될 미래 이슈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 도출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효율화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의 부문별 상호 연계성 강화, 사후 평가 시스템의 도입, 혁신
성장동력 방안 개발, 메가트랜드 및 와일드카드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돌봄 서비스(Care Work)]
적절한 수요예측과 함께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는 재원 확충 및 산업분야의 서비스 제공이 적정
가격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요구되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 및 관리가 더 필요

■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예측의 활용 평가
- 정책대상 집단의 요구 및 선호가 반영된 미래예측을 정책문제를 인지하고 정책목표를 세우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미래예측의 대응성과 수용성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 미래예측 역량 분석
- 미래연구 역량은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민간은 물론 정부 내의 상호교류도 매우 제한적이며 미래연구의
지식베이스 구축도 초보적인 단계로 판단됨

정책대안
■ 미래이슈 탐색(Horizon Scanning) 강화
- 국가 및 각 조직 차원에서 미래예측의 전면적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 미래이슈분석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미래연구 전문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내 의견 교환 방법의 다양화
- 차별화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공유가능한 지식베이스 구축

10

11

기관 현황

- 사회적 약자 계층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익과학 프로그램 추진

참여연구원 | 윤정현, 양장미, 김지희

연구 실적 목록

-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념에 더해 사회적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통념이
전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지원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 정책 수행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한
요구도 증대

|

연구 관련 활동

- 과학연구의 사회화와 상업화로 인한 이해갈등 관계의 증폭, 과학정보의 자유로운 교환 저해, 불평등의 확대와 연구
다양성의 파괴 등 전통적 과학규범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연구부정행위와 이해갈등으로 인한 불공정 사례의
증가 등 과학 내부의 공정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회적 불평등을 오히려 확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

연구책임자 | 박병원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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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2011 연구사업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국가발전전략 의제발굴 및
분석
|

연구책임자 | 조황희, 이세준

|

참여연구원 | 송위진, 이정협, 장용석, 서지영, 홍성민, 홍성주, 박병원, 윤문섭,
김은주, 최영락, 신중경, 박상욱, 박정임, 원병희, 정지범

■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가능력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창조적 비전 및 전략 개발의 필요에

따라 미래사회에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비전 및 국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국가발전전략 및 정책 과제 도출

- 홍익 ODA를 통한 글로벌 뉴리더 부상 전략: 홍익 ODA외교 전략,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전략, 글로벌 과학기술
재능기부 운동 전개, 한국형 과학기술발전 모형, 종합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제안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발전 전략: 지방 R&D의 지자체 재원 자주성 제고, 전략적 집중과 다양한 사업의
선택적 결합의 확대 유도, 중앙 및 지방의 종합조정 및 관리체계의 정비, 지방 R&D 통계 정비, 개방형 지역혁신

주요내용
■ 국가발전전략의 비전을‘과학기술로 행복한 대한민국’
으로 설정
■ 미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창조와 혁신」
,「신뢰와 화합」
,「안전과 지속가능」
의 3 Values를 제안하고

- 창조와 혁신: 신성장동력 확충, 혁신시스템 선진화, 기업가정신 및 창의적 교육 강화
- 신뢰와 화합: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적 혁신 정책, 홍익 ODA를 통한 글로벌 뉴리더 부상 전략,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발전 전략

체제의 정착 및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 전략의 확대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의 강화를 제안
■「안전과 지속가능」
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 제시
- 저탄소 녹색사회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 전략적 니치관리를 통한 사회기술적 실험의 설계와 수행
- 증가하는 보건·복지 수요 대응: 국가 미래전략으로서‘고령사회’
대응 장기적 연구개발 전략 수립, 복지기술의
수요지향적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는 감염병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 체계 수립을 제안
- 재난관리 및 新안보위협 대응: 새로운 위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 위험관리의 단계별 접근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 설정,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국민 위험 자각과 위험의
정치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 초대형 재난·신종 재난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

연구 관련 활동

각각 3개의 Key challenges를 도출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 안전과 지속가능: 저탄소 녹색사회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 증가하는 보건·복지 수요 대응, 재난
관리 및 新안보위협 대응
■「창조와 혁신」
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 제시
- 신성장동력 확충: 질적인 성장패러다임 전환, 창조형 기술혁신체계의 구축, 과학기반 산업의 글로벌 Champion

구

분

내

‘과학기술로 행복한 대한민국’

Vision
Value

창조와 혁신

- 혁신시스템 선진화: 창의형 혁신을 위한 교육/연구시스템 개선,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생태계 구축, 정책형성 메커니즘
개선, 정부 역할 재정립 및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 대학/출연(연)의 R&D 시스템 혁신, 기업 R&D 시스템 혁신을
제안

신성장동력 확충

Key
challenges

- 기업가정신 및 창의적 교육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 교육자 지원시스템 확충, 실습교육에 대한
현장성 강화 방안 강구 및 투자, 교육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

신뢰와 화합

안전과 지속가능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적 혁신 정책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

홍익 ODA를 통한

증가하는 보건·

글로벌 뉴리더 부상 전략

복지 수요 대응

기업가정신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난관리 및

창의적 교육 강화

지방과학기술 발전 전략

新안보위협 대응

혁신시스템 선진화

연구 실적 목록

기업 육성,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동력 투자, 서비스산업 혁신 활성화, 기술혁신의 Eco-system 형성 촉진, 글로벌
기업화 혁신 촉진, 미래성장동력에 대비한 인프라 조성을 제안

용

■「신뢰와 화합」
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 제시
-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적 혁신 정책: 사회·기술문제 구체화를 위한 조사·분석·숙의 사업 추진, 중간
해결형 융합연구 Lab 설치, 민간부문의 사회적 혁신 활성화를 위한 장 구축, Living Lab의 도입 및 구현, 시민
사회조직-연구조직 공동연구사업 기획·추진, 사회적 혁신과 역행혁신의 연계, ODA사업을 통한 사회적 혁신의
활성화를 제안

12

정책대안
기관 현황

조직으로서 사회기술혁신플랫폼 구축,‘사회적 가치 평가방법론’개발,‘통합형 사회적 혁신정책’구현, 사회문제

■ 국가발전전략 심포지엄(2011. 12. 01(목)) 개최
■ 미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전략포럼(2011. 12. 13(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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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

연구책임자 | 황석원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 평가의 접근방법과 적용

참여연구원 | 장병열, 김성원, 정의영, 이자영, 고명주

■ 앱 개발, 모바일 플랫폼 기술 개발, 차차세대 네트워크 기술개발 등 과학기술 혁신기반 모바일생태계

발전 전략 제시
■ 방송통신위원회(통신서비스, 규제), 지식경제부(HW/SW),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등 관련 부처를 포괄하는

연구책임자 | 황용수

|

참여연구원 | 양창훈, 조가원, 손수정, 임지선, 김성진

연구목적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를 위하여 증거기반에 입각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방법론의

설계와 적용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정책의 평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증거기반
정책평가 실시

종합 모바일생태계 발전 전략 모색

주요내용
주요내용
■ 앱 수익성 분석
- 국내 최초로 앱 스토어와 T 스토어의 앱 개발 수익성을 비교 분석

- 증거기반 평가의 발전 경향과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주요 정량적, 정성적 접근방법 개관
■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증거기반 평가의 접근방법으로 주목받는 논리모형에 의한 평가, 부가성 평가,

계량경제학적 평가, 네트워크 분석·평가의 핵심 내용과 적용 분석

- 앱 스토어에서 개발자의 평균 기대수익은 557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신성장동력정책의 추진 현황 분석과 정책평가의 범위와 포지션 설정

- T 스토어는 평균 기대수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함

■ 신성장동력정책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평가 실시

- 따라서 앱 개발을 염두에 두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자는 정책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앱 생존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
- 앱 수익성 분석뿐만 아니라 생존분석까지 수행하여, 앱 시장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라 얼마나 위험한
시장인지 카테고리별로 분석함
- 분석 결과 최상위권 앱이 아닐 경우 수명이 대단히 짧으며 의미있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1인 창조기업보다는 적절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 중소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 절실
■ 모바일 서비스, 차차세대 네트워크, 독자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정책 방향 제시

정책대안
■ 1인 창조기업 육성보다는 모바일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1인 개발자보다는 경쟁력 있는 앱 및 콘텐츠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준무작위실험 접근법을 사용하여 정부정책이 가져온 기업의 참여효과, 투자효과,
혁신효과, 시장효과 분석
■ 신성장동력정책 분야 중 LCD 분야와 차세대전지 분야의 네트워크 분석·평가 실시
-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산출된 기술적 성과(논문, 특허)가 분석대상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 평가의 종합적 고찰 실시
- 증거기반 평가방법론의 적용과 신성장동력정책 추진방향 측면

정책대안
■ 정책평가 적용의 목적에 따른 적용의 유용성과 평가대상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른 적합성의

차이에 따라 평가방법론 선택
■ 신성장동력정책의 목적이 기업들을 해당 산업으로 유입 및 유도하는 데에 있다면 기술지원책 및 자금

- 현재 앱과 모바일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

지원책이 모두 효과적인 방법이나, 기술혁신성과적 측면(특히, 시장효과)에서는 자금지원책보다 기술

- 기술 금융 관계 기관은 모바일 분야 기업이 매우 영세해 금융 수단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입장

지원책이 보다 효과적

■ 독자 플랫폼 개발에 관한 정부 전략 마련 시급
- 민간 부문과의 컨센서스 형성이 중요

■ LCD 분야의 경우, 대학이나 기업에 비해 역할이 미흡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산학연 교류 역할 강화를 통해

투자 효율화 도모 필요
■ 차세대전지 분야의 경우,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 인력을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기반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 전환 필요

15

기관 현황

- 정부는 전통적인 콘텐츠 시장(온라인게임, 영화 등)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어서 모바일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은 미흡한 상황

연구 실적 목록

- 앱 시장 전체를 조망하여 수익성 및 생존 분석을 수행하여 앱 개발 관련 정책 제시

14

■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증거기반 접근방법 고찰

연구 관련 활동

- 앱 마켓의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발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수행하여, 앱 순위와 매출액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함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

2011 연구사업

과학기술 혁신기반 모바일생태계 발전 전략

2011 STEPI Annual Report

주요 연구 실적

2011 연구사업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R&D 예산 조정체계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 이세준

|

참여연구원 | 홍사균, 황석원, 양승우

■ 미국, 일본, 핀란드 등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R&D 예산 배분·조정 현황에 관한 분석을 기초로 국가

■ 정책 및 연구사업 성과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구축

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전후의 정책과 R&D 예산 배분·조정체계의 개선 정도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하고

- 국가 R&D 사업에 대한 자체·상위·심층평가 결과의 활용을 위한 평가 환류체계 구축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구축방향을 모색

- R&D 사업의 자체평가 결과는 개별 프로그램의 개선 및 예산규모 조정, 부처 간 유관사업의 연계나 사업영역 재편

■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률체계에 근거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기능을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위원회에서 설정한 비전과
발전전략 및 전략과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시

또는 중점 투자방향 설정 등에 활용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 특정평가는 국가 차원의 해결 또는 조정이 요구되는 국가적 이슈를 중심으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정부 R&D
사업 조정, 연구개발사업 기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과학기술 기획, R&D 예산편성, 중점 투자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미국, 일본, 핀란드 등 주요국의 2000년 이후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 및 R&D 예산 배분·조정 시스템 고찰
-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 체계 변화추이, 연구개발투자 동향, 투자 우선순위 선정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분석을

■ R&D 분야의 중기 재정계획 수립 체계 개선
- 국가 차원의 R&D 재정준칙을 도입하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 부문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R&D
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할 때 지침으로 활용

통하여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 배분·조정 체계 정착을 위한 성공 요인과 공통요소를 도출

연구 관련 활동

주요내용

■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기획·조정 현황 및 사례 분석
- 정책 기획·조정 프로세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의 개선 방향 제시
■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 전후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 변화 분석
- 국가 R&D 사업 및 정책평가 활용체계, 중장기 국가 R&D 투자방향 설정 및 배분 체계,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
연구 실적 목록

조사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 및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이슈별 정책 대안 제시

정책대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실질적 위상 강화
- 국가 과학기술 비전 구현 및 중장기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개방과 협력’
전략의 추진이 요구되며,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이나 민간기업 등을 포함한 혁신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정책의 피드백 및 학습 노력이 요구됨
- 또한‘과학기술장관회의’
의 신설을 통해 관계부처 간 정책조정 및 협력 채널을 구축

기관 현황

■ 과학기술 관련 법률체계의 정비
- 과학기술 관련 법제 간 모순·저촉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 주체 일원화 필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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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2011 연구사업

국가 거대과학기술의 뉴 프론티어 창출 전략
|

연구책임자 | 조현대

|

참여연구원 | 윤문섭, 홍사균, 강희종, 이공래, 이헌규, 황진영, 김기환, 이문진, 홍은표

■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거대과학기술의 뉴 프론티어 창출전략을 탐색·제안
■ 특히 도출된 주요 거대과학기술 뉴 프론티어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목표, 투자규모, 연구개발 전략, 국제

협력 전략 및 관련 정책제언을 제시

■ 거대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의 전략적 강화
- 정부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리스크 분담,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원자력기술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기술에 대한 투명성 확보 필요
■ 정부의 거대 과학기술 분야 신기술 관련 인허가 규정 제정

주요내용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 이를 통해 정부는 일반 국민이 신기술들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검증과 국민적 수용성 확보 도모

■ 거대과학기술의 개념과 특징 고찰 정리
■ 우리나라에 맞는 거대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 방향 검토 제시
연구 관련 활동

- 국내외 거대과학기술 개발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거대과학기술 개발 방향 파악
■ 자문위원들의 자문, AHP 분석, 공청회(세미나), 여러 차례의 전문가 회의 등 여러 가지 분석기법 및 방법론을

통해 우리나라 거대과학기술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분석
- 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 볼 거대과학기술 4대 분야 도출
■ 도출된 거대과학기술 4대 분야별 뉴 프론티어의 설정 및 뉴 프론티어 창출 전략 제시
■ 우리나라 거대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제언

정책대안
연구 실적 목록

■ 거대과학기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적 인프라 조속 구축 필요
- 사업추진 분야 및 분야별 사업추진 부처들을 결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
- 이를 토대로 분야별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거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사전 연구기획 및 관리체계 확립 필요
- 이를 위해 정부는 거대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예측조사(사회적, 정치적 요소도 반영) 실시, 사전연구기획 강화
- 치밀하고 전략적인 거대과학기술 개발 계획 수립, 이를 근거로 안정적인 인적·물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관리 강화
■ 거대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강화하여 성과창출 극대화 지향

기관 현황

■ 거대과학기술 인력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예측 및 양성, 활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 필요
-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업체의 거대 과학기술분야
인력수요 니즈를 파악, 반영해서 인력양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기초핵심기술 확보, 산업체 육성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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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2011 연구사업

국가 기반기술 확보 전략 및 추진 방안
|

연구책임자 | 이민형

|

참여연구원 | 유의선, 안두현, 변영지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반기술에 대한 개념과 역할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반기술 수준과 관련

■ 핵심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 핵심분야 기반기술의 도출

위한 정책방안 제시

- 기초기반기술 개발전략과 JUMP-UP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전략의 병행 추진

주요내용
■ 연구 인프라와 기반기술의 개념 및 역할 제시
- 연구 인프라 개념 속에서 기반기술의 분류, 기반기술의 개념, 지식흐름과 기반기술의 역할, 국가 R&D 시스템에서

■ 기반기술 확보 정책 추진방안
- 기반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첨단 분석기술 및 분석장비 프로그램 추진
- 기반기술 중심의 거점 연구기관화

연구 관련 활동

기반기술의 역할을 제시함

- 대형 인프라 기반기술과 소형 인프라 기반기술의 균형 추진 전략

■ 선진국의 기반기술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미국, 유럽, 일본의 기반기술 관련 연구 인프라 정책 및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분석하여 선진국들의 기반기술
관련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함
■ 우리나라 생명과학 기반기술 수준 및 정책 현황 분석
- 생명과학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반기술 수준 및 환경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함
- 우리나라 생명과학분야 핵심기반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65% 수준이며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데 평균 6.6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반기술 환경 요소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 실적 목록

- 연구시설 및 장비, 정보 인프라, 분석기술, 연구거점 연구기관의 지원 등 연구 인프라 정책 현황을 분석함
- 주요 문제점으로 기반기술정책과 연구 인프라 정책의 비연계, 자원 및 정보 인프라 구축의 비효율성,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분석기술 및 분석장비 연구개발의 부족, 국가차원의 기반기술 확보 전략 및 지원체계의 미비 등이 지적됨
■ 국가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추진방안
- 국가 기반기술정책 추진방향으로 국가기반기술 확보의 중요성, 국가 기반기술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제시함
- 국가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 및 추진방안으로 핵심기반기술 도출 전략 및 추진방법,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방안 등을 제시함

정책대안
기관 현황

■ 기반기술 확보를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아젠다화 필요
- 과학기술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기반기술의 발전을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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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2011 연구사업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 유의선

|

참여연구원 | 서지영, 이민형

■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에 따라 삶의 질 및 복지에 대한 요구가 상승하여 국민의‘행복지수’
를 높일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의 필요가 커짐
- 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메가트랜드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도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의 필요가 증대
-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시작단계이며 가시적 성과가
미흡
■ 국민생활과 밀착 과학기술의 R&DD(Research & Development, Deployment)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과학기술의 실용화 및 확산을 위한 사회경제적 촉진 방안을 제시

■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Citizen-oriented S&T: CST)의 개념과 특성
■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동향
- 선진국의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 정책 동향
미국‘사회혁신기금’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사회환원가속프로젝트’등
- 해외의 적정기술 연구개발 사례
- 우리나라의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 정책 동향: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 등

■ CST R&D센터 설립
- CST R&D센터는 국민생활 니즈의 통합적 해결책에 대한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의 풀뿌리
연구 역량도 지원
국민생활 개선, 연성적 해결책, Factor 4 기술·해법 등 지식 생산
개인 창업, 사회적 혁신을 위해 이용가능한‘시민 공작소’운영
■ CST 봉사센터 설립
- CST의 씨앗을 뿌리고 사회에 직접 뿌리내리는 전위적 추진단위로 CST 봉사센터를 설립

연구 관련 활동

주요내용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 추진 핵심역량(Core Competence) 구축과 봉사의 연계 추진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 CST 봉사 센터 임무는 청소년 대상 이론 및 실험 교육과 취약계층 대상‘가정 과학기술(Home S&T)’봉사
- CST 봉사센터는 독립적으로 또는 기존의 지역 공공 도서관에 부설로 설립 가능
- CST 봉사센터가 성공을 거두면‘CST 지역학교’설립 추진
S&T 재능 청소년들의 지식·실험 니즈에 대한 틈새 영역/시장을 공공서비스로 충족
- 과학기술 전공 대학생에서부터 전문가, 나아가 고령 퇴직 과학기술자 참여
■ CST R&D센터와 CST 봉사센터 또는 지역학교를 한 지붕, 예컨대‘국가 CST 종합 추진센터’아래 유기적

으로 연계

■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니즈 조사

- 국민 설문조사 결과 심층 분석
■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점과제 및 R&DD 추진전략
-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점과제 도출
-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점과제 R&DD 추진전략
■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 실용화 및 확산을 위한 사회경제적 촉진 방안

정책대안
■ 27개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점과제를‘통합적 해결책’구하기 형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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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 확산과 교육, 고용, 외교의 연계 추진
■ 초·중·고 교육에서 공작 프로그램 및 공작소 운영
- 고교 과정에서는 지역 문제의 진단 및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
■ CST 활용의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 기업의 촉진
-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 기업은 연구와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환경, 에너지, 물, 안전, 건강, 복지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 기업은 향후 국제협력의 네트워크로 확대 가능
아시아의 경우‘한중일 1만 사회적 기업 벨트’
를 형성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혁신적 자극을 주고 받음
■ CST 해결책 패키지를 통한 개도국 지원 및 협력
- 고령/독거 인구 케어 서비스 기술, 친환경 조립식 주택 기술, 빗물활용 기술, 녹색 소형도서관 설계·구축 기술,
녹색 콤팩트 도시 기술 등 저비용·고효율 CST는 직접적으로 또는 현지 토착화과정을 거쳐 개도국에 이전과 적용

23

기관 현황

-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의 R&DD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블록화 전략, 해결책 패키지(Solution packages) 개발
전략, 기술 수준별(Tech-level) 차별화 전략, 지역 및 사회약자 밀착 전략, 실용화 및 확산 강조 전략을 추진

연구 실적 목록

- 국민생활 개선이 요구되는 니즈의 국민 설문조사: 전국단위 표본

2011 STEPI Annual Report

주요 연구 실적

|

연구책임자 | 정기철, 이윤준

|

글로벌 신 서비스 R&D 추진 전략

참여연구원 | 유의선, 이재억, 박건우, 박찬열, 손상학, 오동현, 강성진, 서환주

■‘저탄소 녹색성장’
의 성공적 추진과‘녹색혁신 추진 성과 극대화’
를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녹색혁신역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우리의 녹색혁신역량 개선을 위한 핵심
제약요인을 진단하여 녹색성장의 가속화를 위한 녹색혁신 활성화 전략을 제시

주요내용
■ 녹색혁신역량 평가 개념과 평가 체계 제시
- 국가의 녹색혁신역량을 녹색혁신의 목표(녹색혁신 성과), 수단(녹색혁신 노력), 기반(녹색혁신 잠재력)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체계 제안

|

연구책임자 | 장병열

|

참여연구원 | 김은지, 황석원

연구목적
■ 새로운 글로벌 선도 신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수출 산업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신 서비스 R&D 추진전략을 제시
- 서비스산업에 대한 적극적 R&D를 통해, 규제와 보호 중심에서 성장과 수출로 전환하는 전략
- 국내 내수 시장 중심에서 신 서비스산업 창출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포괄 방안

주요내용
■ 글로벌 신 서비스 R&D 개념 및 특징
연구 관련 활동

■ 국내 서비스산업 혁신 및 수출 경쟁력

-‘대지표→중지표→소지표→세부지표’
의 체계로 총 83개의 세부 평가지표 제시
■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도출과 OECD 국가별 비교
- 녹색혁신역량 평가지표 자료를 수집하고, 지표의 표준화와 가중치 부여를 통해 국가의 녹색혁신역량을 타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종합지수를 도출
- OECD 국가별로 녹색혁신역량 종합지수 및 세부지수 결과를 비교·분석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2011 연구사업

글로벌 녹색혁신역량 평가 및 활성화 전략

■ 글로벌 신 서비스 R&D 사례
■ 글로벌 신 서비스 R&D 실패 사례
■ 글로벌 신 서비스 R&D 유형 및 특징
■ 글로벌 신 서비스 R&D 정책 방향과 과제

■ 우리나라 녹색혁신역량 진단
-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녹색혁신역량의 수준을 평가하고, 녹색혁신 잠재력, 노력, 성과의 세 측면에서
강점역량과 약점역량을 진단

■ 녹색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제시
- 녹색혁신 잠재력과 노력을 성과로 연결하는 고리의 취약점 해결을 위한 녹색시장 확대, 시장수단(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확대, 녹색산업 활성화와 병행한 시장수단 및 규제 정책 추진, 성과 창출형 R&D 추진 등의 정책 과제 제시

정책대안
■ 녹색혁신역량을 비교, 평가, 진단할 수 있는 체계 제시
- 녹색혁신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진단할 수 있는 체계와 세부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녹색혁신역량을 진단

■ 기획재정부「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제정안에 반영
- 제14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1~6항 서비스 R&D(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정의, 범위, 투자확대, 제도개선,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의 종류, 정부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정책 등 조문 작성 및 지원
- 제15조(서비스산업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 2항 서비스 수출, 3항 지적재산권 보호, 제16조(표준화) 1항 서비스
표준, 제18조(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 2항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 기준, 제21조(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조문 전체(전체 조문 신설) 및 국제 공동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지원 등 1~6항 등 조문 작성 및 지원
- 제24조(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등) 1항 센터의 목적(서비스산업 연구개발 등) 및 1. 역할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국내외 동향 조사, 제5조(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3항 기본계획 포함
사항(4. 8. 9. 10.), 제8조(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항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6.) 등 조문 작성
및 지원

기관 현황

- 진단 결과를 토대로 녹색혁신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향과 과제 제시
- 2011년 통계청에서 녹색성장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처음으로‘2011 녹색성장지표’
를
발표한 이후 향후 2년 주기로 작성할 예정인 바,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통계청, 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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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실적 목록

- 우리나라 녹색혁신역량 개선을 위한 핵심 제약요인 진단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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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2011 연구사업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부상과 대응 전략
|

연구책임자 | 김석관

|

참여연구원 | 홍성범, 허다혜, 전찬미, 박정호

정책대안

■ 최근 글로벌 경쟁 지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과거 생산 단계의 국제적 분업 구조에

참여하면서 선진국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던 개도국들이 이제 혁신 역량을 축적하고 가치사슬의
상위 부분으로 이동하여 R&D 단계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 중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임

■ 기업의 대응 과제
-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현지에 R&D 센터를 설치해서 중국 시장용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함
- 중국의 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 충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억제하기 위한 인력 관리

■ 중국이 국제적 분업 구조상에서 가치사슬을 거슬러 올라 R&D 영역으로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현상, 즉,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모색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전략이 필요함
- 중국과의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 고유의 혁신 모델을 빨리 찾고 구축해야 함
■ 정책적 대응 과제

- R&D 아웃소싱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아웃소싱 네트워크에 편입하여 부가가치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는

■ 중국 내 외국 기업 R&D 센터의 현황

전략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현재 중국 내 외국 기업의 R&D 센터는 6,000여 개이며, 여기에 근무하는 R&D 인력은 11만 명이고,
외국 기업의 총 R&D 투자는 996억 위안(한화 약 18조 원)

- 기술 수요자 측면에서는 다른 선진국 기업들처럼 중국을 R&D offshoring 기지로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연구 관련 활동

- R&D offshoring과 관련해서 외국계 연구소 유치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함

주요내용

필요함

- 외국계 R&D 센터의 기능은 크게 전술적/단기적/내수용/제품개발 중심과 전략적/중장기적/글로벌시장용/원천기술
연구 중심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보통 전자에서 시작해서 점차 후자로 확대되는 경향
■ 중국 내 외국 기업 R&D의 동인과 장애 요인
연구 실적 목록

-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R&D 센터를 설립하는 이유는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중국의 저렴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됨
- 외국계 R&D 센터가 중국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언어/문화적 장벽, R&D 인력의 다양성 및 동기/창의성 부족,
높은 이직률, 중국 정부의 관료주의와

시 문화, 정책적 변화의 불확실성과 낮은 예측가능성,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 등
■ 중국 내 외국 기업 R&D의 영향과 전망
- 외국 기업의 R&D 센터가 투자 및 고용 증가를 통해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
지식 확산 등을 통해 중국의 국가혁신체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일반적
- 반대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서 외국 기업 의존도 심화, 외국 기업으로의 인재

기관 현황

유출과 미미한 지식 확산 효과 등이 우려되기도 함
- 특히 지식 확산과 관련해서는 외국 기업에서 국내 기업으로의 인력 이동이 적고 중국 기업들의 흡수 역량 저하로
인해 실질적인 지식 확산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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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김석현

|

남북한 과학기술 혁신체제 연계 방안

참여연구원 | 강희종, 정현주

■ 전년도의 연구“기업부문 과학기술혁신 지표”
를 계승발전하면서 동시에, 전년도까지 이루어진 기업부문

|

연구책임자 | 김종선

■ 북한의 자생적 경제발전에 핵심이 될 수 있는 북한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연계 방안을 제안

주요내용

주요내용

- 전년도의 연구결과를 시계열로 업데이트하고 확장
- 특히 주요한 변화는 대상기업에 있어서 비상장기업을 포함하여 대표성을 높임

■ 북한의 과학기술 특성 분석
- 역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최근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북한 과학기술의
역할 및 특성 파악
■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작동방식 분석

- 정량적 혁신지수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부분적으로 받아 기업혁신지수를 업데이트 함

- 최근 탈북한 과학기술 관련자 인터뷰 진행

- 고성장기업을 업데이트하고 3년째 고성장기업이 된 기업들에 대한 분석 등 다년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분석 수행

-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작동 현황을 분석

■ 공공부문의 과학기술혁신의 투입과 성과지표의 초석을 마련
- 우수 PI의 실험실에 대한 투입과 산출의 지표를 제시함
- 성과지표는 연구생산성(논문과 특허 등)으로 제시
- 투입지표는 PI 속성(PI의 학문 경력 등), 물적 조건(연구비, 연구시설 등), 외부네트워크, 연구환경(수업시간 등)
등을 제시
- 연구성과를 창출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발굴

- 분석결과,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체제는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과학기술 혁신체제와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방식의 과학기술 혁신체제가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
-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
■ 군의 주도하에 사회주의 국가가 개방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체제로 전환한 사례를 분석
- 중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군부가 개방의 이익을 얻는 경우, 사회주의에서 개방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전환이 가능함을 확인

연구 실적 목록

■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남북한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연계방안을 제시

정책대안
■ 기업부문
- 아직은 규모면에서 작지만 고성장기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가려져 있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1,000인 이상 대기업)도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
- 특히 중견기업은 요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대형과제를 수행케 하고 이들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출연(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대학을 중심으로)
- 그간의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으로 인해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에서 탁월한 연구자와 연구그룹이 배출되기 시작함

- 그동안 탁월한 성취를 이룬 연구자 중에서 보다 야심적인 도전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여 개별 연구책임자급을
넘어서서 여러 연구책임자를 이끄는 연구지도자(Research director) 발굴용 연구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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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혁신체제 정상화를 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연계 방향 및 방안을 제안
- 이러한 제안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시나리오적 접근을 통해서 제안

정책대안
■ 경색 국면 시
- 기존 경제적 관계 유지를 통해서 북한의 과학기술 혁신수요 인식을 강화하도록 노력
■ 남북한 협력활성화 국면 시
- 군부의 개방 수혜 강화를 통해서 개방 환경을 조성

기관 현황

- 창의연구사업, 국가지정연구실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조건하에서 좋은 연구성과가 창출되는 것이 확인되어
향후 이러한 연구과제를 장려해야 함

연구 관련 활동

- 기업의 부문별(규모 등) 연구개발투자와 성과로써 연구개발투자, 특허, 경제적 성과를 지표화함

참여연구원 | 이춘근, 성지은, 송위진, 정연진

연구목적

과학기술혁신지표의 개선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지표를 개발

■ 기업의 혁신: 투입과 성과

|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2011 연구사업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

- 혁신 수요 창출환경 지원, 혁신지식 창출 및 혁신인력 양성 등을 지원
■ 통일 환경 조성 국면 시
- 남북한 통일 충격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과학기술 혁신체제 통합을 논의

29

2011 STEPI Annual Report

주요 연구 실적

2011 연구사업

다부처 R&D 사업 기획 및 추진 방안
|

연구책임자 | 조현대

|

참여연구원 | 민철구, 정상기, 이상남, 윤수진, 이대희, 장용석, 백다미, 홍은표

■ 정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다부처 연계 R&D 사업의 활성화가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연구부문과 사업화 부문 간의 상호 연계 및 활용 부족 등 다부처 R&D 사업의 체계적인 기획 및
추진이 미흡
■ 기존 관련 문헌 및 국내외 관련 사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다부처 R&D 사업 기획·추진의 기본

정책방향, 범위, 선정기준, 추진체계·방안을 제시

주요내용
사업형성(유형·분야·내용), 추진체계·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분석의 틀 제시
■ 미국, 일본, EU 주요국가들 등 해외 주요국들의 다부처 R&D 사업 추진 사례와 시사점 도출
- 이를 통해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선 국가적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다부처 사업들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들에 대해 세부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는 특징 발견
■ 국내 다부처 R&D 사업들의 실태 분석과 시사점 도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6개 다부처 R&D 사업분석

- 부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3개 다부처 R&D 사업분석
민군겸용기술사업,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나노융합2020사업
■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다부처 R&D 사업의 개념 및 범위 제시, 다부처 간 연계 유형 도출
■ 다부처 공동협력 추진가능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다부처 R&D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세부추진방안 제시

■ 효과적인 다부처 사업 추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마스터플랜 및 액션플랜 마련 필요
■ 다부처 사업의 다양화
- 반드시 큰 대형사업들만이 다부처 사업으로 구성, 운영할 필요 없이, 정책영역·상위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중규모
사업들 포함 필요
■ 여러 다부처 사업들에 단일 추진운영체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사업별·유형별로 다양한 추진체계 설계가

효과적
- 기획과정은 범부처적으로 설정되는 정책우선영역에 부합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의 하향식 기획과 부처 및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기획 고려(즉 하향식 기획만 하는 것은 아님)
- 사업의 규모 및 참여부처 수 등 사업의 복잡도에 따라서 미국의 NCO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의 세부
조정과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 고려
- 사업관리단계에서는 예산 배분체계에 따라 독립사업단과 주관·협조 부처체계 고려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단계에서는 부처 및 다부처 협의체의 자체점검체계 구축과 부처 간 평가체계 구축, 피드백
시스템, 그리고 성과물 및 인센티브 재배분 체계 구축 필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일본의 과학기술전략추진비와

같은 별도의 정책예산을 확보하여 다부처 R&D 사업의 사령탑 역할 강화 필요
■ 각 부처의 다부처 R&D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의 정책예산을 인센티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구 실적 목록

4세대 IT혁신 프로그램, 자립형 센서기반 지능형 환경관리시스템, 대형 화산활동 감시·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미래 융합산업 창출형 지능형 로봇, 범부처 U-health 산업화 촉진, 공공(연) R&D 성과 확산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모델

- 다부처적으로 유사중복 가능 분야, 핵심 국정과제 해당 분야, 산학연 간·출연(연)연구회 간 협력 연구가 필요한
분야,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고 복잡성이 큰 분야, 국가사회적 현안으로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 등

연구 관련 활동

■ 국내외 관련문헌 고찰 및 이를 기반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 특히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거버넌스, 협력조정,

■ 다부처 R&D 사업의 추진가능분야 선정기준 확립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 연구분야나 주제 발굴시 전문적 식견이 기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 및 수준 확대
필요

정책대안
■ 정부의 다부처 R&D 사업에 대한 개념 및 접근인식 업그레이드 필요
기관 현황

- 다부처 사업·과제들을 기획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정책적 목적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우선영역들을 설정
하고 그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들을 추진 필요
- 즉 사업·과제 수준에서의 다부처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영역·상위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부처 사업 추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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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

연구책임자 | 신태영

|

미래유망 성장동력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참여연구원 | 이정협, 장용석 외 15명

■ 개도국의 개발정책 경험 공유에 대한 협력수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조사분석
– 국내 연구기관의 과학기술협력 현황조사
– KSP 모듈화 과제 발굴 및 작성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대개도국 협력사업 추진

주요내용
■ 국내 연구기관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사업 실태조사
- 정부출연(연)의 대개도국 협력사업 현황 조사

- 초빙국가: 브루나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 워크숍 내용: 사회적 당면 이슈, 유망협력분야
■ KSP 모듈화 과제 발굴 및 작성
-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진화
- 기관형성기의 과학기술정책
- 기술추격단계에서의 과학기술정책
- 기술리더십단계에서의 과학기술정책
- 미래성장동력 육성 전략
- 기술벤처기업 육성
■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개도국 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
- 라오스 혁신체제 진단 및 과학기술혁신전략 개발: APCTT
- 중남미 지역혁신 역량개발 프로그램: IADB
- 에티오피아 테크노파크 설립지원: AfDB

정책대안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기초자료 생산, 제공
- 연구기관의 협력사업 현황 파악
■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추진: 라오스, 중남미(멕시코 등), 에티오피아

참여연구원 | 이우성, 이주량, 최지선, 고명주, 류진영, 이준협

연구목적
■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을 도출하고 이들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략 및 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제시
■ 특히 미래성장동력의 체계적 발굴과 육성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주요내용
■ 미래유망 성장동력 관리시스템
- 미래유망 성장동력이 미래의 먹을거리로 성장하기 위해 기획(평가 및 선정), 육성정책 수립, 운영, 모니터링의 과정이
선순환적으로 작동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 미래유망 성장동력 기획
- 미래유망 성장동력의 풀을 구성, 미래의 글로벌 트랜드와 한국적 가치를 반영한 한국미래기술지수 모형을 통해
미래유망 성장동력 선정
■ 미래유망 성장동력 육성정책 제언
- 미래유망 성장동력별 특성을 반영, 이를 미래의 먹을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혁신정책을 제언하고 아울러 미래
유망 성장동력에 대한 적정 투자 규모 산출
■ 미래유망 성장동력 육성체계
- 미래유망 성장동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운영,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정책대안
■ 미래유망 신기술 분석시스템 확립
- 미래유망 신기술 분석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미래 관련 전문
위원회를 만들어 미래유망 신기술 분석시스템 주관
■ 산업/기술 맞춤형 기술혁신정책 구현
- 미래성장동력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과 미래유망 성장동력별로 추진해야 할 기술혁신전략 및 육성
정책 분리
■ 미래유망 성장동력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관 현황

- KSP 모듈화 과제 작성

|

-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부처별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래유망 성장동력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 ODA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교과부의 과학기술 ODA 사업 구체화 및 협력센터로 STEPI 지정

32

연구 실적 목록

- 과학기술계획 및 추진

연구책임자 | 배용호

연구 관련 활동

- 조사내용: 국제협력조직 현황, 국제협력 내용
■ 개도국의 대한국 과학기술협력 수요 파악을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2011 연구사업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1차년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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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

연구책임자 | 이주량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방안

참여연구원 | 주원, 임재혁, 정윤정, 김석관, 정기철, 박미영

■ 생명과학(Life Science)이 중심이 되는 바이오 경제시대 대비를 위한 총괄 청사진을 제공
■ 선진국들의 바이오 관련 정책 동향 및 대응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바이오 경제시대의 기술, 사회경제

|

연구책임자 | 송위진

|

참여연구원 | 성지은, 장영배

연구목적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중요 의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의 융합을 어떻게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하는 방안 모색

그리고 계량적 측면을 고찰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기반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외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융합연구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

주요내용

-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의 촉진과 활용 방법 고찰

■ 현황편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2011 연구사업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 정책의제와 대응전략

주요내용

- 바이오 경제시대의 도래와 동인에 대한 소개
제1장 서론

- 주요국의 바이오 경제 대응 동향
■ 분석편

이론적
비 결

-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연구개발투자를 국제비교하고, 디지털경제의 주력산업인 IT산업과 시계열적 비교

제2장 과학기술-인문사회
통합연구의 특성

- 과학기술 측면에서 바이오 경제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 방향설정과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하여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핵심 기술과 제품을 도출
- 사회경제 영역에서 바이오 경제의 가치 사슬에 따른 우리 사회의 예상되는 영향과 대비책 도출
- 바이오 경제와 산업, 바이오 경제와 역량, 바이오 경제와 정책의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례
구

정
대

책
안

제3장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백캐스팅
제4장 기술의 사회적 수용
촉진과 ESTEEM 방법론

■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자원의 현황과 재화적 가치에 대한 지도와 DB 구축

제5장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위한
社會技術硏究開發센터사업
제6장 시민사회 참여형 연구

연구 실적 목록

사
연

- 바이오 경제의 육성과 대응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연관효과 분석
등의 계량분석

정책대안

연구 관련 활동

- 바이오 경제시대의 주요 산업과 기술, 제품, 기대시장 등에 대한 소개

제7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 활성화 방안

■ 독일형 바이오 경제시대 대응 모델을 추구
■ 완제품에서는 연료보다 소재와 부재에 집중
■ 그린, 화이트, 레드 바이오에서 국가의 역할과 비중 차별적 접근

■ 과학기술 기획활동의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화

■ 바이오 에너지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 시민사회 참여형 지식 거버넌스 형성
기관 현황

개선

34

정책대안

■ 시범사업과 실증연구의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화

■ 바이오매스 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추진

■ 사회적 가치 평가기준의 개발과 적용

■ 복잡한 부처별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조율

■ 사회·기술시스템적 인식을 지닌 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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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구사업

슈퍼 차이나 부상과 글로벌 기술분업구조 변화
대응전략
|

연구책임자 | 홍성범

|

참여연구원 | 김기국, 김석관

■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붕괴는 2단계로 진행
- 첫 번째는 이른바‘China Price’
로 대변되는‘세계의 공장’
으로 등장하여, 가공무역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는 단계
- 두 번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이 질적인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핵심거점으로 등장 단계
■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나타난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변화를 기술분업구조라는 틀로써 분석

하여, 대중국 대응전략 및 정책추진과제 도출

주요내용

■ 신성장산업의 기초기술개발 부문에 지원을 집중
- 산업지원정책의 효과가 특정 기업 및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산업전반으로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정책지원
■ 민간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유인체계와 제도적 여건 조성
- 한국경제가 독점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비교우위부문 확보
■ 전통적인 비교열위부문에 대한 산업구조 조정정책
- 기술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 우선 정책
■ 전략적인 대외개방정책과 대내적인 산업구조 조정정책의 조화

연구 관련 활동

■ 기술분업구조의 개념틀 제시

정책대안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 국제분업구조를 설명하는 무역구조, 투자구조, 생산공정구조에 이어 네 번째 변수로 활용
- 2000년 대 중반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새롭게 변신하는 시기, 혹은 제4차 국제분업질서체계의 개념화
- 개념적으로는 생산공정구조에서 진화된 의미로 사용
- 기술분업구조의 구조는 크게‘세계공장 2.0’
과‘세계 두뇌공장 1.0’
의 1차 구조와 각 1차 구조에서 분화된 2차 구조로
구성
■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기술분업구조가 형성되는 동인
- 2001년 WTO 가입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혁신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각종 제도와 혁신프로그램이 가동

연구 실적 목록

- 지적 자원의 결집. 특히‘천인계획’
,‘장강학자’
,‘백인계획’등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라
중국은 해외 우수 인력의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한 Brain Circulation 체제 구축
- 혁신주체로서의 기업능력 증대. 로컬기업의 대형그룹화, 해외 첨단기술기업 M&A, 대학/연구소기업의 활성화
등 추진
- 대만-중국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성사를 계기로 홍콩, 싱가포르, 대만으로 이어지는 신중화경제권의
등장과 기술혁신의 블록화가 진행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과 글로벌 혁신네트워크(GIN)의 패러다임 전환
- 현재 중국은‘세계의 공장’이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새롭게 디자인
- 기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고도화 추진: 새로운 블루오션분야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관 현황

선도부분으로 치고 나가는 방법
-‘세계의 공장’
에서‘세계의 R&D센터’
로 역할을 전환하는 방안: 그동안 축적된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약분야에서
CRO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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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2011 연구사업

스마트 전문화의 개념 및 분석틀 정립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과학기술인력 확보 전략
|

연구책임자 | 이정협

연구책임자 | 홍성민

|

참여연구원 | 엄미정, 김형주, 홍정임, 송충한, 박진희, 김한나

연구목적

■ OECD의 스마트 전문화 작업반 논의에 참여하여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개념을 정립하고 분석틀을 확립

■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신기술 및 원천기술 확보에 있어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핵심과학기술인력에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 및 지방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대한 뚜렷한 기준이나 분석이 없는 현실에서, 핵심과학기술인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수급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의 수급원활화와 역량 확보를 위한 전략을 제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방법론적 토대를 마련

주요내용
■ 이론적 배경 및 개념
■ 우리나라 지역혁신사업의 성과와 한계

■ 스마트 전문화 분석틀
■ 정책적 시사점 및 주요과제

정책대안
■ 스마트 전문화 추진체계 구축
■ 지역혁신사업 진단 및 스마트 전문화 전략보고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을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관련 전문직업
종사자)
■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역량모델 분석
- 신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학제적 성격과 기술-산업 연계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역량
모델을 구축
■ 핵심과학기술인력의 관련 정책 및 노동시장 영향 분석
- 신기술분야별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의 현황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노동시장 분석은 물론 인력양성 정책의
영향까지 분석
■ 핵심과학기술인력 확보 전략 제언
- 핵심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 비전 확립
-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역량개발 촉진

연구 실적 목록

■ 스마트 전문화 Out-reach 워크숍 유치

■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정의

- 핵심과학기술인력 조기 발굴 및 육성 시스템 정비
■ 스마트 전문화 시범사업 추진
■ 스마트 전문화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연구 관련 활동

■ EU의 S3(스마트 전문화 전략) 플랫폼과 성공사례

주요내용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

- 이공계 인력 및 정책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책대안
■ 인격적 역량을 갖춘 인재의 조기 발굴과 후천적으로 배양해야 할 역량 요소를 구분하고 각각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핵심과학기술인력 확보 정책 기획에 기여
■ 노동시장 영향까지 고려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기획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안)」
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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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현황

- 이공계(재직자) 친화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과제 가운데‘경력개발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성장지원체계 마련’등의
안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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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2011 연구사업

신성장동력 사업과 지역 혁신 사업의 연계 전략: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
|

연구책임자 | 이윤준

|

참여연구원 | 이정협

■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으로‘저탄소 녹색성장’
을 강조하고

있으며,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과 신성장동력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꾀하고 있지만

정책대안
■ 주체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거의 모든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화는 해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지역의 성장 또한 지체되고 있는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체제는 지역대학과 이들 기술지식자본을 산업화로 연결하는 지역벤처기업의
두 개 축으로 형성

실정임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을 일정부분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중앙-지방이 공동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

■ 지역별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재설정하고 주체 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제안

주요내용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 지자체 주도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기획능력 확충 지원과 지자체 주도의 포괄·위임

R&D 예산 지원사업 추진
■ 지역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 광역 단위에 중앙정부 사무소 설치, 지역 R&D
연구 관련 활동

기획조직 신설 등이 필요

■ 지역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지역별 신성장동력기술 R&D 투자 분석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권별 신성장동력 추진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존재
- 지방의 기획력 부족과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으로 지역 역량 반영이 미흡
■ 지역별 유망분야 선정
- 지역별 유망 신성장동력 분야 도출은 벤처기업 탄생 및 생존 분석, 인력분석, 특허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기준으로 설정
■ 혁신주체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연구 실적 목록

- 특허 및 기술이전 분석 결과, 출연(연)은 국가혁신체제 하에서의 지식자본 창출의 구심점, 대학은 지역혁신체제
하에서의 지식자본 창출의 구심점
- 기술다각화 패턴 분석 결과,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의 주역은 벤처기업이 담당하며, 대기업은 지역벤처가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기여
■ 중앙정부-지방정부 역할 분담 및 연계
- 지역차원의 3대 애로사항 중 우수전문인력과 지역 R&D 기획 및 사업기획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 연구개발자금 부족은 중앙정부가, 사업화 자금 부족은 중앙-지방 공동 추진이 바람직
■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사례 및 시사점
- 우선적으로 지역의 R&D 및 산업정책 기획 등 기획역량 함양에 주력
-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역 사업의 추진이 필요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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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

연구책임자 | 하태정

|

■ 기업이 급변하는 경쟁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식경영과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지식기반경제로의 급속한 이행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지식 및 정보의 활용이 필수임
- 특히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산업지도
작성 및 활용은 매우 의미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음
■ 산업혁신체제(SIS) 관점에서 과학기술 지식 및 자원의 효율적인 생산, 유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의 산업지도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방향 제시 및 정책 아젠다 도출

■ 산업혁신체제(SIS)를 규정하는 정량적 분석틀 도출
■ 논문, 특허, 인력, R&D 활동, 혁신성과 등에 관한 DB 등을 이용해 신성장동력 추진 관련 이슈 및 가설에

- LED 산업의 연구개발 투입, 산출 및 산업의 지도작성
- 태양광 산업의 연구개발 투입, 산출 및 산업의 지도작성
■ 작성된 산업지도의 구조 및 특성에 관한 분석

■ 산업지도를 활용, 산업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과제 도출

|

참여연구원 | 김형주, 홍성민

연구목적
■ 이공계 박사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배분 단계에서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
- 박사과정 학생들이 기업체 취업과 관련한 인식 현황 및 학위과정관계 진단
- 해외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

주요내용
■ 이공계 연구자의 경력개념과 기업 연구자의 경력특성
- 연구인력은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자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조직 몰입도가
낮으며 초기 경력형성이 중요
- 공공연구기관은 단일 직무에 종사하지만 기업의 경우 경력전환(프로젝트 관리자와 기능 관리자 간 분화)이 주요한
이슈임
- 국가 간, 업종 간 연구개발 활동의 내용과 기업 전략상의 위상 등에 따라 연구자 경력이 영향을 받음
■ 기업 연구활동 및 연구인력 구성의 특성분석
- 기업은 개발연구 중심의 연구개발 활동, 학·석사 중심의 연구인력 수요
- 평균적으로 작은 규모의 연구조직으로 운영되므로 연구자의 요구 업무범위가 포괄적임
- 기업에서 기초연구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석사와 박사 연구원 수요 증가
■ 주요대학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들의 진로의식
- 학생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교수를 가장 최적의 일자리로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정년 교수가 되기 위한 경력개발 과정을
지향하지만 교수 일자리와 관련한 노동수요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업 진로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진로 및 경력개발 관련 지원프로그램: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를 수집한 상태는 아니며 공식적
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루트도 거의 없어 대부분 선후배 등 비공식적인 정보수집에 의존
- 기업 진로에 대한 인식: 대학 내 학위과정의 많은 활동들과 학생들의 기업 취업과 관련한 인식과 관련성을 가짐

정책대안
■ 기초연구 비중 확대의 지속적 추진
■ 투자주체별 R&D 관리 협력 증대 유도

-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들의 교육훈련 내용과 학위과정 동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 필요

정책대안
■ 박사의 진로다양화 정책 방안

■ 수행주체별 R&D 수행 비중 개선

- 권역별 박사 지원센터의 설립

■ R&D 투자와 연계한 그린 인력 육성

- 박사 교육훈련 내용의 개편

■ R&D 중복투자 관리 강화

■ 녹색기술 R&D 투자비율의 조정

-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지향형 박사 육성 프로그램: 산학협력 공동지도 프로그램
- 박사 관련 통계 체계 구축

기관 현황

■ 범정부차원의 점검·성과관리·종합지원 체계 보강

■ 박사의 경력개발 지원 방안
-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별 고유 경력모델 개발 및 경력개발체계 지원
- 유동성 전략에 기반을 둔 이공계 연구자 지원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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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 추진의 주요 아젠다 도출과 대응방안 제시

연구책임자 | 엄미정

연구 관련 활동

주요내용

|

2012 연구사업 방향

■ 세계경제는 기술과 지식이 가장 중요한 성장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음

대한 산업지도 작성

연구개발인력 경력개발과 고용촉진 전략:
박사학위자의 민간부문 진출을 중심으로

참여연구원 | 이재억, 서지영, 박병원

연구목적

2011 연구사업

신성장동력 산업지도(Knowledge map) 작성
및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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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

연구책임자 | 김형주

|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참여연구원 | 김석현, 홍성민, 엄미정, 김은경, 최정인

■ 기존의 제도적, 조직적 관점의 산학협력에 대한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식 이전이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인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연구책임자 | 서지영

|

참여연구원 | 김석관, 성지은, 정교민, 이미영

연구목적
■ 동물질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동물로부터 전염되는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성 동물질병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위험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

주요내용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 방안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차원의 산학협력 친화적 선정 및 평가 기준을 조성하는 방안 제시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 지원 방안 제시
- 대학에서 산학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제시
- 국가 차원의 산학협력 분야 개인 수상 및 훈포장 제도와 언론 홍보 강화 방안 제시
- 학과 및 단과대학 차원의 산학협력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포상 및 지원 방안 제시

■ 우리나라 전염성 동물질병 R&D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우리나라 전염성 동물질병 R&D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비, 전문성, 연구분야, 연구저변, 연구개발 관리체계의 측면
에서 분석
■ 우리나라 방역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방역 관련 조직, 거버넌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축산물 관리 행정
체계, 전문인력, 예방, 효율성, 축산물 유통의 측면에서 분석
■ 해외 동물질병 관련 R&D 현황 및 방역체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미국, 영국, 일본의 동물질병 관련 R&D 현황과 영국, 덴마크, 대만, 일본의 방역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동물
질병 대응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정책대안

■ 교과부“대학재정지원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방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참여(2011. 3 ~ 5)

연구 실적 목록

■ 연구개발 주체의 전문화와 연구개발 분야의 다양화로 선제적 대응체계 수립

정책대안

연구 관련 활동

- 대학의 역할에서 교육과 연구라는 양대 축에 이어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공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 평가에서 산학협력 항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대부분 연구실적 위주의 교원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는 국내 대학 내부에서 산학협력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2011 연구사업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 현안대응연구와 기초연구의 수행주체 분리
- 동물질병 관리를 위한 연구전담조직 수립
- 특정질병에 대응하는 질병 특화 연구조직 설립
-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과 산업적 수요가 큰 연구영역의 분리
■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 통합조정 기능 강화
- 장기적 연구개발 목표와 방향 수립
-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을 위한 조정전담기구 지정
■ 연구개발 확대

기관 현황

- 예측과 방역연구 확대
- 중복투자 시비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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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임채윤

2011 연구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 사업: 2차년도

지식재산비즈니스 모델 전망과 성장동력화 방안
|

참여연구원 | 손수정, 심현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미흡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거기반

(evidence-based) 정책 수립을 지원

연구책임자 | 손수정

|

참여연구원 | 임채윤, 장병열, 유헌종, 박미영

연구목적
■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 위협이 증가함
- 2000년대 후반 NPEs(Non-Practicing Entities, 특허관리전문기업)의 등장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됨
- NPEs의 위협과 함께 글로벌 지식재산 기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으로 지식재산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

■ 지식재산비즈니스 분야의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지표 개발 방법론

-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지수에 포함되는 세부 지표는 5대 대항목, 12대 중항목으로 구성하였음
- 5대 대항목은 1) R&D 자원, 2) 혁신활동 수행, 3) 혁신산출, 4) 경제적 성과, 5) 정부/공공 인프라 등으로 구성
■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수 평가 결과

■ 지식재산비즈니스 개념, 유형, 연혁 그리고 향후 성장 전망 등에 대한 분석
■ 지식재산 컨설팅
- 지식재산 컨설팅 모델은 특허분석, 라이센싱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
- 국내 환경에 비추어볼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형으로 간주
■ 지식재산 거래

- R&D 자원 측면에서는 미국,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순으로 나타남

- 국내의 경우 2000년「기술이전촉진법」
에 의해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 담당조직 증가

- 혁신활동 수행 측면에서도 미국,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순임

- 정부부처에서도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 특허 활동으로 살펴본 혁신 산출 활동은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혁신활동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
지는 연계구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짐

정책대안
■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 방향 제시
- 자본적 능력으로 인해 단기적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서는 혁신활동과 시장 창출 또는 확대에 대한 논의가 더욱 구체화되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다수 중소기업이 정부의 R&D정책 방향에 사업 기획 방향을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과학기술, 산업기술 영역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영역에 대한 정부 기획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됨

■ 공격형 지식재산 관리
- 지식재산비즈니스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한 모델
■ 방어형 지식재산 관리
- 공격형 지식재산 관리 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로 그 역사는 짧으나 소송 분쟁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중요 모델
■ 지식재산 금융
- 지식재산기반 금융 모델은 관련 시장이 구축되어있고, 이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 적정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장 완전하게 가동

연구 실적 목록

- 정부 공공인프라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음

연구 관련 활동

-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지표 마련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체계설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지수 작성

주요내용

정책대안
■ 지식재산비지니스 성장동력화를 위한 법제개선과제 및 비즈니스 유형별 개선과제 제시
■ 법제개선과제

■ 유형별 개선과제
- 특허기술동향조사분석 확대, R&D-IP 연계 관리, 기술중개 전문화, 분쟁 대응 지원, 민관 융합형 IP 금융모델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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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현황

- 공동특허권자 각자 실시계약 가능화를 통한 실시도 제고,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의 공평한 분배를 통한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특허권 해외이전 활성화를 위한 모델 계약서 제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대한 국가 권리의
제한, 특허법상 Licenses of rights 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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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2011 연구사업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대학 역할정립과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 민철구

|

참여연구원 | 박기범, 정기철, 조현대

■ 지역발전전략으로써 지역대학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 대학이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그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
■ 지역혁신체계의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대학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 도출

■ 지역대학의 경쟁력 모형 분석
- 우리나라 지역대학을 7개로 유형화하고 이들에 속한 대학의 비중을 실증적으로 분석
■ 지역대학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지역기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식생산 및 확산의 가교로서 교육연구 연계대학의 역할정립,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중심대학의 역할 강화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주요내용
■ 지역혁신체계에서의 지역대학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역할모델의 필요성 제시
연구 관련 활동

- 지역을 공간단위로한 지역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지역대학이 지닌 역할을 배분하고, 지역대학별로 부여된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학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역대학의 역할모델 필요성 제시
■ 지역대학의 특성과 지역혁신사업 참여 필요성 제시
- 지역대학의 현황과 지역대학의 지역혁신사업 참여현황, 주요 선진국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지역대학의 글로벌
차원에서 지역 이노베이션 허브로서의 역할과 지역혁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과
이를 통한 혁신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제시
■ 지역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역할 유형 제시
-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역할구분을 위해 대학 경쟁력 평가모형을 사용해서 지역대학의 역할을 유형화하고

연구 실적 목록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들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역대학 혁신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분석 및 방향 제시
- 지역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적합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대학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제시
■ 지역대학의 역할정립과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 지역대학 자체의 구조개혁과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의 역할정립과 특성화 발전을 위해 대학 유형별로
구체적인 정책방안 모색

정책대안
기관 현황

■ 지역 내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한국형 지역대학의 역할모델」제시
- 지식 창출에 중점을 두는 연구중심대학, 지식창출과 확산을 담당하는 교육연구연계대학, 지식확산과 지역과의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교육중심대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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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구사업

한국공공서비스 Pilot 혁신조사: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

연구책임자 | 이우성

|

참여연구원 | 강희종, 조가원, 김보현, 현성재

■ 선진국들의 과학기술혁신지표의 선진화 확대 노력들이 가중되면서 OECD NESTI 작업반에서는 2008년

부터 장기적인 NESTI 로드맵을 통해 신규 지표개발 관련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공공부문 혁신조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민간 기술혁신조사의 보완적 개념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이미 Pilot
Survey가 진행되고 있음
- 공공 혁신조사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반이 OECD 내에 구성되어 작업하고 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의 민간기업에 대한 혁신조사에 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혁신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신규조사라 할 수 있음
■ 국내에서도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

정책대안
■ 공공서비스 혁신조사를 국가통계조사로 격상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깊이있는 혁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영역은 제조업 부문과 달리 혁신활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구체적인혁신을 위한
조직체계 변화 등의 다양한 혁신 활동과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의 혁신활동에 대해서 제조업이나 민간서비스 활동과 비교가능하고 국제
적으로도 비교가능하며 또한 계량적으로 측정가능한 혁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향후 공공서비스의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연구 관련 활동

- 과학기술과 혁신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산 투입도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혁신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및 민간부문의 혁신활동의 변화들에 대한 변화측정을 위한 과학기술지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의 과학기술 지표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활동이나 정책분석에 용이치 못한 실정임
■ 이에 과학기술 지표의 선진화를 위해 현재 국제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공공부문혁신조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혁신조사 대상선정과 혁신활동 측정, 설문지 개발, Pilot Survey를 통한
신규지표 개발을 추진

주요내용
연구 실적 목록

■ 우리나라 공공부문 혁신조사를 위해 기존의 노르딕 국가들과 영국의 공공부문 혁신조사에 대한 벤치

마킹을 시도
■ 공공부문 혁신의 개념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며, 공공혁신 측정에 대한 북유럽의 조사방법론을

반영하여 2011년 한국의 공공부문 혁신 활동조사 설문 실시
- 2011년 공공부문 혁신 활동조사는 우리나라 공공혁신에 대한 예비조사로 기술혁신에 관한 개념과 조사방법론은
OECD Oslo Manual에 기반하여 엄밀한 방법으로 수행
■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부문의 기술혁신활동 전반에 관해 현황 분석
- 제품(서비스)혁신과 프로세스, 조직, 의사소통 혁신으로 구분된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설문 구성
- 세부적으로는 1) 4대 혁신, 2) 혁신의 활동과정, 3) 혁신의 목표와 효과, 4) 혁신활동을 위한 역량과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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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현황

5) 혁신의 추진동력, 6) 외부 연계성과 협력, 7) 조달체, 8) 혁신의 장애요인에 대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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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홍사균

|

참여연구원 | 최용원, 장현섭, 이영준

■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

주요내용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상과 각국의 반응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규명
-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평가
- 사고에 대한 미국 및 국제 기구 등의 평가

-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 원자력발전 안전에 대한 인식, 2)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안 원인,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대응에 대한 평가, 4) 정부의 원전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5) 정부의 원자력 비중
증가계획에 대한 견해, 6) 합리적인 원자력발전 비중, 7)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와 중요도, 8) R&D 추진방향 등
관련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향후 원전건설을 둘러싼 주요 쟁점 검토
- 향후 원자력발전 비중에 대한 검토
- 원자력발전 건설비용과 안전성 기준
■ 원자력발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 검토

- 원자력발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R&D 추진방안

정책대안
■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 불가피한 선택
■ 신규원전 설계·건설에 대한 안전성 기준 강화
■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
■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
■ 국가 원자력정책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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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구원 | 윤문섭, 이세준, 김주철, 이병헌, 김흥규, 이재근, 김치용, 이흥권, 이재희, 공경수

연구목적
■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방향 및 추진전략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사업, 인력양성사업 등의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정보 제공

주요내용
■ 정부 R&D 투자실적 및 방향
- 정부 R&D의 투자 동향 분석 및 예산편성 과정과 주요 쟁점
■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및 우선순위 분석
- 사회경제적 니즈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석
-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
- 사회경제적 니즈별 투자실적과 우선순위 간의 격차 분석
-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투자실적과 우선순위 간의 격차 분석
■ 정부 R&D 투자 방향을 총체적 수준과 사업별 수준에서 종합분석
■ 사업별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심층분석
-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기초연구사업, 인력양성사업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각 사업들에 대한 투자방향을 제시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정책대안
■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관련
- 산학연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기업과 공공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이 선제안하고 기획단계부터 참여한 과제를 중심으로 투자를 유지하고, 투자 방향의
전략에 따라 사업목적별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
■ 기초연구사업 관련
- 실질적인 기초연구를 위한 투자 확대와 모험형 기초연구사업을 신설하고, 신진연구자를 위한 투자 확대
- 창의성 발현을 저해하는 현재의 사업관리제도 개선
■ 인력양성사업 관련
- 박사 후 과정에 대한 투자, 학제간 융·복합 산업기술인력양성 및 기초과학분야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 중소기업 및 지방 산업체의 산업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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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현황

■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

연구책임자 | 홍사균

연구 실적 목록

- 원자력발전 안전 체제 강화 방안

|

연구 관련 활동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투자 모니터링 사업 보고서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목적

2011 연구사업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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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구사업

2012
연구사업 방향
1. 2012년도 연구사업 방향
2012년도 연구사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경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과학
기술비전과 전략 제시, 둘째,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에 대한 과학기술전략 도출과 지속적
모니터링 수행, 셋째, 창조선도형 기술혁신 패러다임에 대응한 국가혁신체제 구축 및 글로벌 기술혁신

선도를 위한 미래전략연구 확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이슈 해결형 정책연구 및 융합연구

공헌도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과제 강화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협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원조위원회 가입(DAC)을 계기로 급증하는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경험 전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으로 글로벌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혁신체제의
동태분석과 발전 전략, 소프트파워 기반의 과학기술외교 전략 과제가 대표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추진, 개도국의 과학기술협력 수요 급증에 대응한 전략적 국제협력 과제 연구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정책 기여도를 제고하는 데 연구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 국정과제

중심의 연구과제 추진

국정과제 중심의 연구과제 추진을 통해 정책 기여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상과 같은 정책 연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과학기술 혁신 관련 통계 DB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서비스업 기술혁신

2012 연구사업 방향

시스템 구현이다. 이러한 연구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국정과제 중심의 정책연구 추진, 과학기술정책

■ 국제사회

조사, 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과학기술지표 및 DB 구축 등을 통해 증거기반의 정책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연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인 577전략, 녹색성장 5개년계획 등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및 전략 수립을 해나갈

제고 방안, 녹색기술의 확산·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 등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 미래전략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연구의 확대

2. 2012년도 연구과제 목록
연 구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조현대

의제 선도를 위한 미래전략 정책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복지국가 실현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기관 역할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이민형

방안,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이 그 대표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전략 차원의 과학

공생발전을 위한 복지기술 혁신생태계 구축방안

서지영

기술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녹색기술의 확산·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

정기철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 촉진 방안: 산학연 협력을 중심으로

정미애

국과위 체제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발전 방안

성지은

과학기술 관련 법률체제 분석 및 개선방안

양승우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평가 및 예측 모형 개발

이우성

신성장동력사업의 성과분석 및 정책 과제

하태정

기술혁신기반의 의료산업 발전 방안

안두현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이윤준

지식재산 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손수정

동북아 과학기술협력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홍성범

소프트파워 기반의 과학기술 외교전략

장용석

해결형 정책연구 및 융합연구 프로그램 추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이슈 해결형 정책연구 및 융합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연구는 사회적 이슈 해결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는 과제로, 매년
관련 정책연구의 비중을 상향 조정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 공생발전을 위한 복지기술 혁신생태계
구축방안, 기술혁신기반의 의료산업 발전 방안 등이 있다. 또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학제간
융합연구 수행을 통해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구 성과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예산 및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체제 하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발전방안 및 다양한 소관부처를 포괄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R&D 시스템 혁신 방안 등의

기관 현황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R&D시스템 혁신 방안: 국방, 우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실적 목록

정책이슈 선점 및 미래비전 제시와 관련한 정책연구 과제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과학기술정책

■ 사회문제

연구 관련 활동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사업의 성과 분석 및 정책과제, 지식재산 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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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과 제 명

2011 연구사업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책임자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복지국가 실현 방안

김왕동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수단 개발과 과제

송위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이공계 석박사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홍성민

대학연구소 기능 활성화를 통한 이공계대학 연구역량 강화 방안

민철구

이공계 대학원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개선방안

엄미정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

김석현

과학기술혁신정책평가사업

황용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평가사업

홍사균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박병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 사업

임채윤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이정협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 정책의제 연구사업

이주량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시범사업

홍성범

연구 관련 활동

신태영

2012 연구사업 방향

한국 혁신체제의 동태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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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구사업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
2011 과학기술정책 연수과정

2011 APEC Research and Technology(ART)
Program

2011 Technology and Policy(TAP) Training
Program

201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타임스퀘어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2011년 6월 30일부터 7월 16일까지(17일간) KOICA ICT센터에서

2012 연구사업 방향

2011 APEC 과학기술연구프로그램

연구 관련 활동

‘APEC 과학기술연구프로그램(APEC Research and Technology(ART) Program)’
을 주관하였다.

개도국 과학기술정책 고위급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2011 과학기술정책 연수과정(2011 Technology

2011년 교육의 주제는‘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에서의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이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과정과 정책 경험을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관계자에게 전수함
으로써 참가국의 과학기술역량 증진에 기여하고, 국가 간의 지속적 협력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동 프로그램에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러시아, 칠레,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운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이란, 미얀마 등 9개국 15명의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 또는 관련

필리핀, 태국 등 14개 APEC 회원국에서 총 2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APEC 회원국의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연구 실적 목록

and Policy(TAP) Training Program)’
을 개최하였다.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소 및 대학 연구소 등에서 초청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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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정책 연수과정

2011 요르단 과학기술혁신정책 연수 프로그램

2011 Colombia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STIP) Training Program

2011 연구사업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201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17일간) KOICA ICT센터에서

혁신정책 및 지식경제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시작되었다. 요르단 혁신정책을 수립 및 수행하는 관련

콜롬비아 과학기술정책 고위급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2011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정책 연수

부처, 기관, 기업체 인사로 구성된 12명의 요르단 연수자는 한국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1년 9월 20일

과정(2011 Colombia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STIP) Training Program)’
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개최하였다.

이번 방원을 통해 연수자들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역할과 기능 및 조직, 관련담당센터 소개와 경제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콜롬비아 현지와의 긴밀한 대화와 접촉을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R&D 부문의 시대별 발전사 및 관련 정책 소개, 과학기술정책분야 관련 정부

통한 과학기술혁신정책 분야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국가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기관의 역할 및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방향 모색 등에 대해 듣고 요르단 현황

콜롬비아의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기술정책 기획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

및 자문필요사항 발표와 요르단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에는 콜롬비아의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13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실적 목록

요르단 과학기술혁신정책 연수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KDI-WorldBank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요르단

기관 현황

64

65

2011 STEPI Annual Report

국제학술회의

2011 연구사업

2011 STEPI 한·중 국제심포지엄

그린코리아 2011

제

한·중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 및 사례

주

제

Green Growth: Challenge, Strategy, and Cooperation

일

시

2011년 5월 18일(수) 14:00~17:30

일

시

2011년 9월 15일(목) 09:00~18:0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장

소

서울 상공회의소

주

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

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외 9개 국책 연구기관

2012 연구사업 방향

주

연구 관련 활동

김석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환 영 사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김창경(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발

표

중국의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Yuan WANG,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상임 부원장)

개 회 사

박진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한국의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센터장)

치

김황식(국무총리)

중국의 태양광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략(Songyuan DAI, 중국과학원 물리과학연구원

기조연설

사

연구 실적 목록

개 회 사

양수길(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Richard Samans(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소장),
이회성(UN 정부간기후변화패널 부회장)

연구실 실장)
한국의 LED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략(유영문, LED 학회 회장)
중국의 바이오 의약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략(정철빈, 사천향균소공업연구소 주임연구원)
한국의 첨단 그린도시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략(편무욱, 건국대 교수)

프로그램

세 션 A 1. 녹색혁신의 활성화
2.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3. 녹색기술 확산에 대응한 미래숙련수요
세 션 B 1.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전략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2. 무탄소 그린 스쿨 추진 방안

이현구(대통령 과학기술 특보)

패 널

김영민(LG경제연구원 상무)

손진군(RIST 에너지환경연구소 소장)

안현실(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유복환(기획재정부 국장)

2.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이 근(서울대 교수)

이춘근(한중협력센터 소장)

3. 녹색성장과 탄소세

기관 현황

좌 장

3.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교통물류부문 통섭적 구성
세 션 C 1. 녹색성장과 자연자원관리

4. 저탄소 도시를 위한 녹색도시 성장전략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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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2011 연구사업

2011 서울과학기술포럼

제6차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연구 세미나

제

Bridging Needs and Resources for Global Green Growth

주

제

STI Policy Guiding Green Growth

일

시

2011년 10월 5일(수) ~ 8일(토)

일

시

2011년 10월 23일(일) ~ 26일(수)

장

소

롯데호텔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장

소

중국 시안(Xi’
an)

주

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주

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중국과기정책관리과학연구소(CAS/IPM)

후

원

교육과학기술부, 매일경제, 한국국제협력단

중국과학기술전략연구원(CASTED), 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

2012 연구사업 방향

주

연구 관련 활동

세션1

Highlights of Research Activities in Each Institute(Chair: CASTED)
Highlight of Research Activities in STEPI 송종국 원장(STEPI, 한국)
Highlight of Research Activities in KISTEP 이준승 원장(KISTEP, 한국)
S&T Policy and Research Activities in Japan Terutaka KUWAHARA(NISTEP, 일본)
Highlight of Research Activities in IPM Rongping MU(CAS/IPM, 중국)

초점을 맞추어,“녹색성장을 위한 수원국 수요와

Highlight of Research Activities in CASTED Yuan WANG(CASTED, 중국)

공여국 자원 연결(Bridging Needs and
Resources for Global Green Growth)”
이라는
주제로 수원국 과학기술 ODA 사업 책임자 및

세션2

Human Resources on S&T(Chair: STEPI)
Measuring Multifunctionality of Universities for Policy Discussion Hiroyuki
TOMIZAWA(NISTEP, 일본)
The Time Use Status of Researchers in Chinese Academy of Sciences
Xiaoxuan LI(CAS/IPM, 중국)

본 포럼은, 세계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수원국과 공여국이 모여 동반

Supporting Early Career Scientists in Korea: Career Development and
Government Policies 김형주(STEPI, 한국)

성장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활발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제공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를 가진다.

Challenges and Development of Enterprise S&T Human Resources in China
Wenxia ZHANG(CASTED, 중국)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lan in Green Technology 변순천(KISTEP,
한국)

68

69

기관 현황

국내외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실적 목록

2011 서울과학기술포럼에서는 과학기술 ODA에

2011 STEPI Annual Report

국제학술회의

TechnologyForesightandRoadmapsforPriority-settinginS&TPlanning(Chair:NISTEP)
Technology Roadmap Research for Strategic Emerging Industry in China
Zhongbao REN(CAS/IPM, 중국)

2011 연구사업

세션3

STEPI - 대만 STPI 공동세미나

Future Outlook of Societal Challenges - In Case of Care Work and Energy
Efficiency 박병원(STEPI, 한국)

세션4

주

제

Technology Foresight and Innovation

Technology Foresight for National S&T Planning: Korean Experience 최문정
(KISTEP, 한국)

일

시

2011년 10월 26일(수) ~ 28일(금)

Design of a Healthy Aged Society in Japan - Derived from the 9th S&T
Foresight Hiromi OMOE(NISTEP, 일본)

장

소

대만 STPI(Science & Technology Policy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NARL)

목

적

양 기관의 관련 연구 및 국가 정책 수립 시 기술예측의 활용 경험 공유

발

표

Mapping Future Needs and Potential Technologies Case of Bio technology

Measurement and Evaluation on STI(Chair: KISTEP)
The Second National R&D Census and the International S&T Competitiveness
of China Zhaohui XUAN(CASTED, 중국)
연구 관련 활동

Horizontal Evalu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R&D
Programs in Korea 유승준(KISTEP, 한국)
Measurement of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of R&D Activity Koichi
HASEGAWA(NISTEP, 일본)
Measuring for Capacity-building of Chinese Automobile Industry Innovation
Fang CHEN(CAS/IPM, 중국)
세션5

2012 연구사업 방향

Basic Considerations for the“Twelfth Five-Year”National Technology
Roadmap in China Xiaoli ZUO(CASTED, 중국)

Current Hot Topics of Green Innovation Policy in Japan Kuniko URASHIMA(NISTEP, 일본)
Regional Difference of Innovation Efficiency in High-tech Industries and the
Policy implication Wan QU(CAS/IPM, 중국)
China’
s Sustainable Development led by S&T Innovation Zhe LI(CASTED, 중국)

Yi-Ju CHEN(STPI, 대만)
Future Outlook of Societal Challenges In case of Care work and Energy
Efficiency 박병원(STEPI, 한국)

연구 실적 목록

Innovation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Chair: NISTEP)
Green Technology R&D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김병수
(KISTEP, 한국)

Korea’
s Strategy for STI Development: Policy Integration perspectives 김종선
세션6

S&T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New Challenges and
Possibilities(Chair: CAS/IPM)
Suggestion for S&T Cooperation among Japan, China, and Korea Tomoaki
WADA (NISTEP, 일본)

(STEPI, 한국)
Excavating and examining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in Taiwan
Chia-Hao HSU(STPI, 대만)
기관 현황

Innovation Cooperation within East Asia: a Policy Perspective Jiang
YU(CAS/IPM, 중국)
New Challenges of STI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Huanzhao ZHANG(CASTED, 중국)
A Proposal for Developing Asian Innovation Scoreboard 오동훈(KISTEP,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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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2011 연구사업

STEPI - UNESCO STI Policy Workshop

STEPI - 브루나이대학(UBD) 공동 세미나

2012 연구사업 방향

제

Strategic Innovation for Development

주

제

STI Strategy Development with Holistic Diagnosis Approach

일

시

2011년 11월 14일(월) ~ 15일(화)

일

시

2011년 12월 26일(월) ~ 29일(목)

장

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및 UNESCO 한국위원회

장

소

브루나이대학(UBD) Discussion Room

주

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UNESCO 본부, UNESCO 한국위원회

주

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브루나이대학(UBD)

참

가

개도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입안자 15명 및 국내 전문가

발

표

12월 28일 브루나이대학(UBD) Discussion Room에서‘STEPI-UBD(브루나이대학)

세션1

연구 관련 활동

주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for Capacity-building
Korea’
s Strategy for Development of STI Capacity - A Historical Perspective
신태영(STEPI, 한국)
Developing Human Capacity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Korean

MOU 체결 및 공동세미나’
를 개최했다.

A New Korean STI ODA Strategy and A UNESCO Programme for Appropriate

MOU 체결식에는 브루나이 한국대사가 증인으로 참석하고 브루나이의 TV 및 다양한

Technology 장용석(STEPI, 한국)

뉴스매체의 관심이 집중된 속에서 송종국 원장과 UBD 부총장(국왕이 총장)이 MOU를
체결했다.

세션2

MOU 체결 후‘STI Strategy Development with Holistic Diagnosis Approach’
를

Economic Growth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Capacity-KIST Case 최영락

주제로 이정협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발표 후 STI 기획 및 추진과 관련된 인력양성을

(고려대학교, 한국)

위한 OJT 형식의 교육, 의약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기획, 공동 세미나 개최 등과

History of Innovation Policy in Korea-Focusing on Innovation Cluster 임덕순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과학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의 개념을

(송도뉴욕주립대, 한국)

설명하고 이를 컨설팅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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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for Development

연구 실적 목록

Experience 박명수(KEIS,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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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거대과학세미나

2011 연구사업

주요행사·워크숍·
간담회

20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하버드옌칭학회
공동학술대회
6월 30일(목) 오후에 연세대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인문사회과학과

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거대과학세미나가‘국가 거대과학의

과학기술의 통섭 II’
를 주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하버드옌칭

뉴프런티어 창출: 사례 및 전략’
을 주제로 열렸다. 본 세미나에서는

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2010년에 이어 2011년

조현대 STEPI 박사가 거대과학 뉴프런티어 창출: 접근과 과제,

에도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여러

이헌규 KAIST 교수가 4세대 고속원자로, 이문진 한국해양연구원

학문 간 통섭을 논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준비했다.

박사가 해양오염방제, 김기환 철도연구원 박사가 고속철도를 주제로

2010년 공동학술대회는 통섭의 역사적·철학적 배경과 이론에 관

각각 발표를 했다.

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2011년에는 융·복합

STEPI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모방과 추격단계를 벗어나 창조와

학문으로써 뇌과학, 인지과학, 종합예술 분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선도 단계에 진입하면서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계획·

논의하고, 이 학문들 사이의 원활한 통섭을 위한 정책 개발의 문제

2012 연구사업 방향

6월 22(수) 오후 3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 신관 청계홀에서 2011

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로 조직했다.

한 거대과학 연구개발 전략을 연구하여 왔으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희섭(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의 뇌 연구를 통한 마음의 이해, 정찬섭(연세대, 심리학)의 인지
과학과 융합과학기술,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의 제3세대 인지과학과 시네마: 자본주의
매트릭스 vs 대안적 매트릭스, 조주연(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문사회·과학기술 융복합연구에

미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한 신과학기술전략포럼

변화에 대응한 신과학기술전략포럼’
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 공개발표를 통해 미래경제·사회변화에

대한 담론 분석, 송위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학회 공동세미나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과학기술 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 추진과제 개발
및 제언을 통해 국가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계획
되었다.
송위진 STEPI 미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적 혁신정책), 이세준 STEPI 혁신정책연구본부 본부장(과학

동력확충), 장용석 STEPI 글로벌정책본부 연구위원(홍익 ODA를 통한 글로벌 뉴리더 부상 전략)의
발표가 있었고, 최영락 고려대 교수(좌장),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김갑수 KAIST 교수, 임덕순 송도뉴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학회는
‘Linking STS and the Social Sciences: 과학기술학과 사회과학의
접목’
을 주제로 2011년 10월 28일(금)~29일(토) 양일 간 서울대학교
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과학기술학의 이론들에 대해’
‘전문성과
,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기술과학위험
,
1,2’
‘사회과학을
,
위한 과학기술학의 함의들’
을 주제로 이틀에 걸쳐서 진행
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스웨덴, 프랑스 등 전세계 학자들의

주립대연구소 본부장, 배영자 건국대 교수, 김성수 한국외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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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현황

기술 시스템구축), 이우성 STEPI 혁신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신성장

연구 실적 목록

12월 13일(화) 전문건설회관 29층 라벤다홀에서‘미래 경제ㆍ사회

연구 관련 활동

추진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국가 거대과학의 뉴프런티어 창출 전략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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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세미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사회과학, 과학기술적
논제들에 대해 재조명하고, 각각의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2011 연구사업

주요행사·워크숍·
간담회

Luis Maria Scasso 이베로아메리카기구(OEI)
교무국장 방원

분야 간 접목을 통해 이슈 해결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또
한 이러한 범학문적인 세미나가 미래사회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가치

28일(월)에 우리 연구원을 방원했다. 이번 방원은 이베로아메리카기구

2012 연구사업 방향

를 지닌 과학기술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조직되었다.

Luis Maria Scasso 이베로아메리카기구(OEI) 교무국장이 11월

(OEI)의 활동을 소개하고 우리 연구원과 향후 ODA 과제 공동추진
가능성을 논의하며 아르헨티나 정부의 과학기술전략(ICT 중심)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STEPI는 현재 중남미 지역의 ODA 사업으로 콜롬비아 과학기술

아프리카 3개국 장관 일행 방원

혁신과정(2년차)을 수행 중이며, 최근에는 멕시코 Coahuilla주정부
지역혁신컨설팅을 수행하였고, IADB에 라틴아메리카 지역혁신을
위한 역량구축 사업을 제안하였다.
연구 관련 활동

아프리카 3개국(말리, 부르키나 파소, 모리타니아) 장관 및 일행
26인이 2011년 11월 8일(화) 우리 연구원을 방원했다.
말리에서는 Ginette Bellegarde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부 장관 외 8인,
부르키나 파소에서는 Gnissa Konate 과학연구혁신부 장관,
Albert Ouedraogo 중등 및 고등교육부 장관 외 8인, 모리타니아

유네스코 Gretchen Kalonji 사무총장보 방원

에서는 Cheikh Ould El Moctar 보편적 기초서비스 접근을 위한
Agency의 연구부서장 외 6인이 방원하였다.

아프리카 3개국의 국가혁신체제와 관련된 정책결정자들을 위해
2011년 2월과 6월에 실시한 RIAL(Rapid Innovation Action
Learning) 과정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3개국의 혁신정책 관련 부처
장관 및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발전
경험과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배우고,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관련

Gretchen Kalonji 유네스코 사무총장보가 11월 29일(화)에 우리

연구 실적 목록

이번 방원은 월드뱅크그룹 이니셔티브와 KAIST가 공동으로 불어권

연구원을 방원했다. 이번 방원은 유네스코 협력기관인 STEPI 방문 및
향후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송종국 원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적정기술나눔 플랫폼 구축 및 모범 사례 발굴에 역점을 두는
한편 개도국 혁신 역량 지원을 통해 개도국 빈곤탈피 및 개발 역량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제안했다.

기관들에서 수행하는 혁신을 위한 연구활동에 대해 강의를 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관 현황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전략 발전에서의 한국 대학들과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역할’
을 주제로 장용석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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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포럼

2011 연구사업

과학기술정책포럼

2012 연구사업 방향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과학기술정책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건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토론의 장입니다.

▲ 산·학·연의 기술혁신, 연구개발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및 정부의 정책담당자를 모시고
과학기술정책의 현안과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
▲ 과학기술정책 현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과학기술지식의 공유와 확산은 물론 정책현안에 대한 학습효과를 제고
이창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제325회] 지식정보화 사회와 Smart Work

2/11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제326회]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정책

3/15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제327회] 녹색성장과 환경정책의 과제

3/29

문정호 (환경부 차관)

[제328회]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 정책방향

4/15

오세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제329회] 한국의 원자력 안전과 연구개발

4/26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제330회] 방향성 있는 농림수산식품 R&D 추진

5/24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제331회] 중국 과학기술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 개요와 전망

Yuan WANG (CASTED 상무부원장)
Changlin GAO (CASTED 기술예측연구소 소장)
이현구 (과학기술특보)

[제332회] 과학기술발전 50년의 평가와 전망

6/24

[제333회] 기상 선진화 실현과 도전

7/ 8

[제334회] 창조경제 패러다임과 지식, 기술, 산업의 융합

9/30

[제335회] 거대과학의 필요성 - 핵융합을 중심으로

10/1

권 면 (국가핵융합연구소장)

10/28

장영배 (STEPI 부연구위원)

[제337회]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재고찰

11/8

김차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제338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12/15

Hiromi SAITO (일본 치바대 교수)

과학기술학과 사회과학의 접목

손병호 (KISTEP 박사) 외
조석준 (기상청장)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
강석진 (CEO컨설팅그룹회장)
기관 현황

[제336회] Linking STS and the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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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실적 목록

1/28

연구 관련 활동

[제324회] 2011년도 산업기술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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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류회

2011 연구사업

연구교류회

커뮤니티로, 전문 연구영역별로 학술적·창의적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내외부 전문가 협력을 도모하는

교류회명
기술전략연구회

연구교류의 장입니다.

▲ STEPI 홈페이지 http://www.stepi.re.kr의「연구네트워크」
에서 각 연구교류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정책 연구회

발표된 원고는 연구교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류회명

개최일시

주

제
시스템전환 연구회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회

’
11. 02. 21

우리나라 학부 공학교육개혁의 성과와 과제

과학기술시스템 연구회

’
11. 03. 04
’
11. 07. 20

일본의 예산편성과정 개혁사례
우리나라 소방산업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과학기술인력 연구회

’
11. 04. 20
’
11. 07. 06
’
11. 07. 29
’
11. 10. 20

한국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형성과 전개
경제개발 초기 한국 정부의 기술인력 양성 전략 선택
순창 장류 산업 클러스터와 산학협력
핵심과학기술인의 성과선행지수(STPLI) 개발, 적용 및 시사점

’
11. 01. 10
’
11. 03. 22
’
11. 04. 21
’
11. 06. 03
’
11. 08. 18

기업의 장기적 진화: OC(Organizational Capability)와
DC(Dynamic Capability)
작업장 혁신과 기술의 관련성
시장자유주의 경제학자에 던지는 행태주의경제학의 메시지
Stochastic Stability of Relative Income Clubs
LED 산업과 특허분쟁

’
11. 04. 15
’
11. 05. 23
’
11. 07. 13

게임저작권의 국제분쟁해결
소셜미디어, 새로운 정보소비의 시대가 다가온다
산업기술 국제협력 기획 및 지원 현황

’
11. 01. 21
’
11. 02. 11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우수사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동향-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고형연료 제조시스템 개발
IP network 기반 지능형 영상감시 카메라 개발

기술과진화의 경제학 연구회

기술분쟁과 과학기술법 연구회

기술전략연구회

’
11. 03. 18
80

제약산업경영 연구회

지식재산(IP) 연구회

혁신정책방법론 연구회

혁신정책의 이론과 실제연구회

’
11. 04. 28
’
11. 05. 26
’
11. 06. 23
’
11. 08. 25

방사선의료기기 기술개발과 전략

’
11. 01. 20
’
11. 03. 23
’
11. 08. 23

일본의 재발견: 한국추격에 관해

’
11. 02. 24
’
11. 02. 28
’
11. 03. 31
’
11. 04. 28
’
11. 08. 16

기후변화와 노동조합

’
11. 02. 09
’
11. 04. 13
’
11. 06. 22
’
11. 10. 26

Biotherapy in 21st Century

’
11. 03. 04
’
11. 04. 06
’
11. 05. 04
’
11. 06. 03
’
11. 07. 08

지식재산사업화금융(IP Financing)현황과 과제

’
11. 01. 29
’
11. 02. 15
’
11. 03. 05
’
11. 04. 29
’
11. 05. 13
’
11. 08. 12

실물옵션방법론

’
11. 02. 11
~ 12

기초과학연구원 추진현황 및 함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의

우리나라 가속기 현황과 과제
에코-에너지 제로 하이브리드 하우스
기술예측 개요 및 주요 사례

한국 문화관광산업의 현황과 전망
글로벌 혁신네트워크와 한국제약산업

지역에너지 전환, 토트네스에서 배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독일의 탈핵 정책
발전부문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장기시나리오
한국의 탈핵·에너지 전환 가능성 모색

바이오 산업의 최근 동향과 정책 방향
글로벌제약산업의투자전략
한국 OTC 시장 현황과 주요 트렌드

발명과 혁신의 틀에서 바라본 특허제도의 역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체계와 쟁점사항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모델 제안
표준과 특허의 관계 및 표준특허의 정의와 특성

비교 가능한 R&D 사업의 경제 가치 모형
혼합 정규 분포와 혼합 회귀 모형의 적용 사례
실물옵션을 접목한 게임이론을 활용한 기업 전략 분석
국방 R&D 기술가치평가 및 신뢰성(RAM) 평가 방법론 소개
SFA에 의한 부품소재 산업 생산성 분석

주요 요인과 연구자 인식간 차이점 도출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방법

’
11. 04. 21
’
11. 06. 16
’
11. 08. 19

Triple Helix 개념과 우리나라의 산학협력 정책
연구중심병원의 역사적 고찰 및 현황
산학협력의 성과 제고를 위한 지역적 요인 분석
81

기관 현황

고령화에 적합한 작업환경
식품산업에서 고령자 제품개발 전략
고령친화제품/기술개발의 구조적 이해
사회발전/변동론적 입장에서 본 고령화
고령자 친화형 안전 및 편의 기술 개발의 쟁점
고령화 관련 정부추진 사업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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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1. 20
’
11. 03. 10
’
11. 04. 21
’
11. 05. 24
’
11. 0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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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자료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에게 시의적절하게 배포하기 위해 요약형태로 발간한 자료

(분류기호: P)

(분류기호: J)
보 고 서 명

연구책임자

P11-01

신성장동력 사업과 지역 혁신 사업의 연계 전략: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

이윤준

P11-02

국가 거대과학기술의 뉴 프론티어 창출 전략

조현대

P11-03

미래유망 성장동력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P11-04

분 류

보 고 서 명

연구책임자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국가발전전략 의제발굴 및 분석

배용호

J11-02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1차년도

신태영

신성장동력 산업지도(Knowledge map) 작성 및 특성 분석

하태정

J11-03

국가우주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개편방안

조황희

P11-05

글로벌 녹색혁신역량 평가 및 활성화 전략

정기철

J11-04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 관리현황 실태조사

손수정

P11-06

연구개발인력 경력개발과 고용촉진 전략: 박사학위자의 민간부문 진출을 중심으로

엄미정

J11-05

아세안사이버대학교 공동활용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방안 연구

한태인

P11-07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과학기술인력 확보 전략

홍성민

P11-08

슈퍼 차이나 부상과 글로벌 기술분업구조 변화 대응전략

홍성범

P11-09

국가 기반기술 확보 전략 및 추진 방안

이민형

P11-10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정립과 활성화 방안

민철구

P11-11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R&D 예산의 종합 조정체계 개선방안

이세준

P11-12

전염성 동물질환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서지영

P11-13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부상과 대응 전략

김석관

P11-1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방안

송위진

P11-15

과학기술과 공정성

박기범

P11-16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김형주

P11-17

남북한 과학기술 혁신체제 연계 방안

김종선

P11-18

다부처 R&D 사업 기획 및 추진 방안

조현대

P11-19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 활성화 방안

유의선

P11-20

과학기술 혁신기반 모바일 생태계 발전 전략

황석원

P11-21

글로벌 신 서비스 R&D 추진 전략

장병열

P11-22

지식재산비즈니스 모델 전망과 성장동력화 방안

손수정

P11-2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방향

홍사균

F11-01

한국공공서비스 Pilot 혁신조사: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이우성

P11-24

스마트 전문화의 개념 및 분석틀 정립

이정협

F11-02

2011년도 한국 서비스부문 기술혁신조사

하태정

P11-25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투자 모니터링 사업 보고서

홍사균

F11-03

2010 박사인력의 경력과 이동성조사

조가원

P11-26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Ⅲ

박병원

F11-04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

김석현

P11-27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 평가의 접근방법과 적용

황용수

F11-05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 사업: 2차년도

임채윤

P11-28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 정책의제와 대응전략

이주량

P11-29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및 연구

최지선

P11-30

대학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 분석과 활성화 방안

김형주

Innovation System Diagnosis and STI Strategy Development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Case of Lao PDR

조황희·이세준

연구 관련 활동

J11-01

J11-06

2012 연구사업 방향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

분 류

이정협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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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입수하여 가공한
연구결과물(분류기호: F)

분 류

보 고 서 명

연구책임자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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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Policy Review
다양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에 대한 실증적 지식을 다양한 영역의 전 세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Spring 2011

자

Summer 2011

STI in History : The Creation of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during the Park Chung-hee Era

Manyong Moon

Fall 2011

Technological Level of the North Korean Steel Industry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Jong-seon Kim

Identifying Success Factors in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the World Vision “Seed Potato Project”

Jong-seon Kim,
Jieun Seong

Re-examination of Unification Talks and the Role of
Inter-Korean Trade

Eul-Chool Lim

Methodological Improvement for the Economic Assessment of
Public R&D Programs

Seogwon Hwang

Development of China’s Biomedical Industry and Future Prospects

Sung-Bum Hong

Growt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Sungsoo Song

자

Evolution and Features of Korea’s Science & Technology
Policy Coordination System

Jieun Seong

Interaction among Megatrends and the Paradigm of
Low-Carbon Society

Eui Sun Yoo

Typology of R&D Service Firms and Customized Policy
Suggestions in Korea

Jisun Choi

From Capacity-building to Innovating: The Role of International
Linkages in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Sungchul Chung,
Hyun-sil Ahn

How to Innovate Sellers’ Performance in the E-marketplace :
Focused on Absorptive Capacity, Information System Use Pattern

Jooryang Lee

Issues and Policies in the STI Leadership Phase

Jeong Hyop Lee

Korean STI Policies in Technology Catching-up Stage

Sungjoo Hong

In Focus: Main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Amendment of Law on Strengthening the Status and
Functions of National Science

Min Hyung Lee
Korean STI Policies in the Institutional Building Stage

Yongsoo Hwang

Evolution of Korean STI Policies

Yongsuk Jang

Leader’s Essay: A Pure Entrepreneur in Korea

Cheol Soo Ahn

The Concept and Issue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Wichin Song

The Green Growth Polic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
Policy Integration Perspectives for System Transition

Jieun Seong

A Critical Assessment of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Youngbae Chang,
Jaekak Han

Development of a Recursive Multinomial Probit Model and
its Possible Application for Innovation Studies

Gicheol Jeong

Winter 2011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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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하는 영문저널입니다(www.stipolicyrevie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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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Horizon
미래의 기회를 선용할 핵심 과학기술과 정책방안을 모색하며, 전문가 및 시민과 미래에 대한 커뮤니

봄호 (Vol. 8)

목

미래연구 Book Review: 민간 기업에서의 미래예측 활용을
위한 참고서적 소개
미래연구 진단: 미래연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미래연구 해외동향: 독일 지멘스의 미래연구 Picture of the Future
과거에서 배우는 미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문사회 분야의 융합: 멀고도 먼 여정

여름호 (Vol. 9)

자

박병원
이성주·박의석
박병원
홍성욱

강남준

Big Science의 미래: 해양과학기술의 미래

권문상

추세로 바라보는 미래: 미래 에너지기술 전망

박의석

미래사회에 대한 조망: 방송통신융합으로 스마트해지는 미래

황주성

미래연구 Book Review: 역사에서 나타난 미래연구 및 미래학자

박병원

미래연구 방법론: 조직의 미래준비 역량 평가

박병원

미래연구 해외동향: EU의 미래연구 활동

겨울호 (Vol. 11)

자

미래연구 Book Review: 미래예측 관련 두 개의 핸드북: 다른 용도

박병원

미래연구 방법론: 미래예측,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박병원

미래연구 해외동향: OECD의‘Future Global Shocks’보고서

윤정현

문화, 과학기술 그리고 미래: 기계가 자식을 낳는다

이인식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 경영의 잘못된 판단이 낳은 기술 실패들

홍성욱

미래사회에 대한 조망: 다름을 허용하는 사회

박성원

Big Science의 미래: 입자가속기의 과거와 미래

이강영

추세로 바라보는 미래: 미래사회의 Care Work 전망

김지희

미래연구 포커스 3: 정부의 미래역량 증대를 위한 성공요소 및 실천방안

박병원·양장미

미래연구 포커스 2: 외국 정부의 미래연구전문조직의 성공과 실패

박병원

미래연구 포커스 1: 정부의 미래연구(foresight) SWOT 분석

양장미

문화, 과학기술, 그리고 미래: 텔레파시 시대가 오고야 말 것인가?

이인식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 21세기 적정 기술

홍성욱

미래사회에 대한 조망: 오늘의 한국인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상

박성원

정책현장 인터뷰: 우리 과학기술정책도 미래전략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송종국

Future Snapshot: 미래의 건강한 삶과 웰빙을 추구하는 혁신 기술

윤정현

송종국·박병원

문화, 과학기술, 그리고 미래: 냉동인간과 트랜스휴머니즘

이인식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 무어의 법칙과 미래의 기술 사회

홍성욱

Big Science의 미래: 스마트그리드의 현황과 도전

김창섭

추세로 바라보는 미래: 산업분야별 미래 에너지기술 전망

박의석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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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관련 정책동향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기업의

목

홍성욱

적정기술의

위기시대 적정기술의 역할:‘소외된 90%’
를 넘어
우리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로

김정태

통합적 혁신정책의 시도와 과제: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성지은

정책동향

해외동향

전환연구: 새로운 연구정책 이슈

홍성범

2011 AAAS 연차대회 참관기

장용석

AAAS 연례회의 한·중·일 과학문화심포지아의 성과와 과제

조숙경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글로벌 도약을 향한 새로운 10년

양현모

기술사업화의

기술시장 현황 및 기술거래기관 역할제고 방안

여인국

정책현안과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현황과 발전방안

정지윤

추진과제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현황과 발전방안

최태진

기술금융의 현황과 과제

김광희

이명헌

우리나라 사회기반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의 정책방향

정기혜

우리나라 사회기반 강화를 위한 방재안전관리 정책방향

조원철

정책초점:

서지영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과학기술정책 방향

이민형

전지구관측시스템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유의선

해외 극지 연구현황과 시사점

김옥선

이공계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경력개발 경로 확충방안

홍성민

일본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지속성과 변화

성지은

ARPA, DARPA, ARPA-E: 창의적 연구개발 모형

장용석

e-Science 추진동향 및 시사점

강희종

연구노트

녹색기술 유형별 전략 수립을 위한
녹색혁신지수의 활용방향

정기철

세미나 보고

STEPI-NISTADS 국제 세미나와 한·인도 과학기술협력

이주량

시론

창의적인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본격 추진

이진석

STEM!! 교육이 융합의 철학을 품다

권혁수

연구논단

핵심 과학기술

창의적 차세대 과학교육

최승언·김은숙

인력정책의

연구중심대학의 발전 과정과 육성 방향

전승준

연구 관리에 묻혀버린 과학자의 자율과 창의

이덕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담론과 비판적 검토

가을호
(통권 184호)
연구노트

‘사회적 혁신정책’
론 서설

유럽연합(EU) 연구개발(R&D) 정책동향: 유럽통합을 위한
‘2020 연구·혁신중점계획’
과‘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해외동향

정책초점:
겨울호
(통권 185호)

과학기술
ODA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지은·정병걸
송위진

구혁채

일본의 예산편성과정 개혁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서세욱

일본의「지식재산 추진 계획 2011」

손수정

과학기술외교와 ODA: 복합외교의 관점

배영자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과 활용

장용석

글로벌 플랫폼 리더십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이정협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국가측정표준
인프라 구축!”
: 한국 대표 과학기술 ODA를 향하여!

서상욱

기관 현황

정책초점:

새로운 전망

90

우리나라 사회기반 강화를 위한 가축질병 대응
R&D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 사회기반 강화를 위한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정책 방향

해외동향

여름호
(통권 183호)

자

연구 실적 목록

봄호
(통권 182호)

저

김남실·이명진

연구 관련 활동

정책초점

목

Ulf Nehrbass

중국의 해외 핵심인력 영입전략,‘천인계획(千人計劃)’

세미나 보고
제

자

적정기술의 의미와 역사

‘한-UNDP 협력사업’출범과 새로운 협력모델의 시도

섹션명

저

연구논단:
의미와 활용

여름호
(통권 183호)

제

2012 연구사업 방향

섹션명

기술혁신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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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

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ODA 추진사례:
한국형 선진 ODA 모델: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안전 ODA
아프리카 지역 해양관측 역량강화 사업
OECD CSTP(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주요 이슈:
‘개발혁신(Innovation for Development)’정책

정책동향:
최근 OECD

해외동향

연구노트

엄미정

최용경
발간일

최붕기·임정선

제

목

저

자

글로벌과학포럼(Global Science Forum) 최근 이슈 분석

남상성

제61호

2011.01.01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중국의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와 기초원천기술발전

홍성범

제62호

2011.01.15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

박기범·배용호

장병열·김은지

제63호

2011.02.01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정기철·박건우

Encourag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Richard Herman

제64호

2011.02.15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제4차 African Network for Drugs and Diagnostics
Innovation(ANDI)이해당사자 연차회의 및 공여자 컨퍼런스

이정협

제65호

2011.03.01

녹색혁신지수를 활용한 녹색기술 유형별 혁신전략

제66호

2011.03.15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

홍성민

제67호

2011.04.01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STEAM)

김왕동

제68호

2011.04.15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서지영

제69호

2011.05.01

제70호

2011.05.15

지역 기술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윤준·박동배

제71호

2011.06.01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

박건우·박찬열

`제72호

2011.06.15

이공계 일자리 구조와 진로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

일본의 서비스 R&D 연구 및 정책 방향

제3차 국가미래예측 정부기관 국제회의
(The 3rd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Government Foresight Organizations)

박병원·양장미

미국 정부의 바이오에너지 R&D 추진 체계:
바이오에너지 연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량·정윤정

포스트 자스민(Post Jasmine)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과학기술
ODA의 비전과 과제

STEPI

서지영
정기철·박건우·
이선영

김기국

홍정임·엄미정·
홍성민

93

기관 현황

92

이정재·안혜린

연구 실적 목록

세미나 보고

신태영

인력 및 공공연구기관 관련 이슈 및 시사점

나노기술 정책 이슈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OECD 나노기술작업반(WPN)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입니다.

김현영

최영식

최근 OECD NESTI 활동 동향: NESTI Roadmap
2011~12를 중심으로

녹색성장, 미래, 성장 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 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월 2회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여동희·이영일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新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과제

바이오경제시대
겨울호
(통권 185호)

자

연구 관련 활동

이슈 분석

저

2012 연구사업 방향

섹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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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 Policy

제

목

자

2011.07.01

제74호

2011.07.15

제75호

2011.08.01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

제76호

2011.08.15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

이윤준

제77호

2011.09.01

이공계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경력개발 경로 확충방안

홍성민·정현주

제78호

2011.09.15

미래 도시농업의 전망과 과학기술 과제

유의선

제79호

2011.10.01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 사회기술 - 특성과 정책과제 -

송위진

제80호

2011.10.15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대응 전략

제81호

2011.11.01

제82호
제83호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

황석원·김영훈
이우성
박찬열·박건우

과학기술정책 관련 최신 현안 이슈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온라인으로 수시
발행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발간일

2011.02.21
2011.03.21

제

목

R&D 통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인구·환경·지정학·에너지 메가트렌드와 저탄소 사회
패러다임의 상호작용

연구책임자
박동배
유의선

2011.04.20

과학문화정책의 전환: 과학대중화에서 시민참여로

2011.06.13

APEC 산업과학기술 활동 진화방향: 행위적 기능에서 구조적 기능으로

2011.07.11

제품ㆍ서비스 융합 촉진을 위한 서비스 R&D 정책 방향

장병열

홍윤서

2011.07.15

수요기반 혁신정책: 개념과 사례

성지은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하태정·임 송

2011.08.01

호주 CRC 운영 현황과 국내 시사점

2011.11.15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이민형·유의선

2011.09.26

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1

2011.12.01

각국 정부의 미래이슈탐색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박병원·양장미

향후 정책 방향

홍사균 외

2011.10.19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 사례 분석:
일본 社會技術硏究開發센터

2011.11.14

연구비 집행ㆍ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2011.12.01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니즈: 국민 설문조사 결과

2011.12.12

Knowledge Networks and Markets(KNMs)의 등장과 특징

이명진·서정화

박기범·홍성민
이우성
송위진·민정원
박기범
유의선·서지영·
이미영
손수정

연구 실적 목록

2011.12.15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황석원·권 혁·

송위진
연구 관련 활동

제73호

제84호

제2의 IT혁명에 부응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저

2012 연구사업 방향

발간일

※ 발간물 및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stepi.re.kr) [STEPI 발간물]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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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과제

2011 연구사업

위탁과제 연구
STEPI의 기본연구사업 중 외부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에게 연구수행을 의뢰하여 수행한 과제보고서는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OECD 생명공학작업반(WPB) 활동 분석 및 평가연구

현병환

2010.02.10 ~ 2011.02.09

OECD CSTP나노작업반 2단계 2차년도 활동기획 및 전략연구

이정일

2010.02.10 ~ 2011.02.09

전지구과학포럼(OECD GSF)의 현안분석 및 장기전략연구

남상성

2010.02.10 ~ 2011.02.09

OECD의 NESTI 활동현황분석

이정재

2010.06.01 ~ 2011.11.30

융합 신기술 기반 환경 융합 핵심 기술 발굴 수행 연구

박효덕

2011.04.20 ~ 2011.07.19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 분석 및 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

박정임

2011.05.01 ~ 2011.10.31

미래 한국사회와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홍형득

2011.05.01 ~ 2011.11.30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성과와 정부-민간파트너십 조사연구

이재희

2011.05.19 ~ 2011.10.18

인문사회-과학기술 융복합연구에 대한 담론과 정책적 시사점

조주연

2011.05.19 ~ 2011.10.18

2011.05.19 ~ 2011.10.18

기술사업화 지원정책방안 연구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및 과정에 관한 연구
선도적 IT 기반기술의 독자적 개발 및
확산과 갈라파고스 신드롬: 공인인증서 사례를 중심으로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소비자의 수용성:
GM 식품과 복제동물 식품을 중심으로

배경화
이민호
박동오

연구책임자

2011.05.19 ~ 2011.10.18

조직이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산학협력단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장용석

2011.05.19 ~ 2011.10.18

2011.05.19 ~ 2011.10.18

기술창출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시스템통합적 접근:
한국의 디지털이동통신 개발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
국과위 예산배분에 대한 평가-우선순위설정과
예산과정 거버넌스 측면

박동운

김병우

2011.05.19 ~ 2011.10.18

577 Innitiative 성과 및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

김병우

2011.05.19 ~ 2011.10.18

PSM 방식을 통한 벤처캐피탈 투자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김영훈

2011.05.19 ~ 2011.10.18

한국형 바이오텍 클러스터 정립을 위한 제언

김인재

2011.05.19 ~ 2011.10.18

2011년도 서비스업 기술혁신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박병일

2011.05.25 ~ 2011.10.24

아세안사이버대학교 공동활용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운영 방안연구

한태인

2011.06.10 ~ 2011.08.24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시험인증기관의 롤모델 제시

김경민

2011.06.15 ~ 2011.11.14

LED 산업과 태양광 산업의 지식창출 역량에 관한 연구

박성현

2011.06.15 ~ 2011.12.14

신성장동력사업의 네트워크 분석평가

양창훈

2011.07.01 ~ 2011.09.30

녹색산업의 시장구조와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

강성진

2011.07.20 ~ 2011.08.19

시험인증기관의 법적 지위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조원희

2011.07.20 ~ 2011.08.19

시험연구원의‘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상공공기관성연구

이종영

김훈기

2011.08.01 ~ 2011.11.30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심층 분석 연구

이병헌

2011.05.19 ~ 2011.10.18

개방형 혁신활동이 사업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지민

2011.08.01 ~ 2011.12.31

기초연구 및 원천분야 국가연구개발 투자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이재근

2011.05.19 ~ 2011.10.18

기술경영활동에서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연구

김 헌

2011.12.01 ~ 2011.12.31

미래지능형 인프라사업 경제성 분석

홍영철

2011.05.19 ~ 2011.10.18

개방융합형 R&D과제에 대응한 다부처 R&D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기업의 연구개발 루틴이 조직간 협력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권식

기관 현황

2011.05.19 ~ 2011.10.18

연구 실적 목록

2011.05.19 ~ 2011.10.18

개방형 혁신체제하에서 1인 창조기업의

연구과제

연구 관련 활동

2010.02.10 ~ 2011.02.09

2011.05.19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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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과제

2011 연구사업

수탁과제 연구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2011년도 수행한 수탁과제 연구보고서는

2010.10.16 ~ 2011.02.28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기초·원천연구를 통한 창의적 인적 자원 육성 및 관리방안

이민형

2010.04.01 ~ 2011.03.31

남북한 교육 및 과학기술협력과제 도출과 관련 연구회 운영

김종선

2010.05.01 ~ 2011.04.30

APEC ISTWG 운영체제 참여 및 협력사업 추진

이명진

2010.05.04 ~ 2011.02.28

한국형 STP 모델 개발 및 확산방안 연구

신태영

2010.05.10 ~ 2011.02.09

대형 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연구비 관리체계 고도화

조현대

2010.07.08 ~ 2011.07.07

기술녹색도 산출 평가 및 DB 구축

장진규

2010.07.19 ~ 2011.01.31
2010.08.25 ~ 2011.01.24

대학 산학협력 평가개선을 위한 산학협력 지표개발 등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의 과제평가자 확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과제 및
추진전략 연구

조현대
박기범
이민형

2010.11.01 ~ 2011.02.10
2010.11.01 ~ 2011.03.31

「수출전략형 상용차(FGCV) 연구개발 사업」기술적
및 정책적 타당성분석
국과위 위상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한 전략계획 수립
발효미생물 종가 프로젝트 예타추진을 위한 사업
계획보완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연구책임자
이우성
이세준
안두현

2010.11.01 ~ 2011.06.30

해양·극지 기초원천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인력양성 기획 연구

이재억

2010.11.01 ~ 2011.11.30

이공학 기초분야 집단연구 지원시스템 재설계

박기범

2010.11.11 ~ 2011.03.31

해양과학기술 성과관리·활용 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

이세준

2010.11.17 ~ 2011.01.30

한-중 FTA 과학기술서비스부문

홍성범

2010.11.24 ~ 2011.04.28

도시재생 R&D 사업의 주요기술별 성과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이우성

2010.12.01 ~ 2011.02.28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

2010.12.11 ~ 2011.02.10

세계수준의 연구센터(WCI) 사업 확대 발전계획 수립

이정원

2010.12.16 ~ 2011.06.15

사이버 융합연구교육고도화 사업 성과 제고 방안

강희종

안두현·박기범

정부 R&D 사업 효율성 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이우성

2010.12.28 ~ 2011.06.27

한국연구재단 R&D과제 추적평가 및 평가모형(안)개발 연구

조황희

2010.09.06 ~ 2011.03.31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성장동력 창출 사업 개발

이정원

2010.12.30 ~ 2011.07.15

우수 신진 연구자 활용 및 지원 방안

김형주

2010.09.08 ~ 2011.01.31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홍성범

2010.09.10 ~ 2011.09.30

건설교통R&D 기술재고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임채윤

2010.09.25 ~ 2011.10.31

한-아프리카 협력기반 조성사업

송치웅

2010.10.01 ~ 2011.01.31

2011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관경영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연구

조현대

2010년 기금사업 성과분석 용역

이세준

2010.10.11 ~ 2011.09.30

한-UNDP 협력사업

이명진

2010.10.15 ~ 2011.05.30

의약품안전관리전문인력(의약규제전문가)사회적수요예측연구

홍성민

2011.02.10 ~ 2011.07.09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중 기초/원천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른
국내적 경제 효과 분석

서지영
홍성범
황석원

2011.02.11 ~ 2011.04.30

국과위 위상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한 전략계획 수립

이주량

2011.03.01 ~ 2011.05.31

위성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사업기획

조황희

2011.03.01 ~ 2011.12.15

자원개발기술 핵심기술 도출 및 로드맵 작성`

민철구

기관 현황

2010.10.03 ~ 2011.09.02

2010.12.30 ~ 2011.10.29

과학기술 연구환경 안전관리 최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실적 목록

2010.08.25 ~ 2011.01.24

2010.12.30 ~ 2011.08.29

연구 관련 활동

2010.04.01 ~ 2011.02.28

2010.07.10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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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과제

2011 연구사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국가 위성정보활용 촉진방안 연구

조황희

2011.06.13 ~ 2011.11.12

’
11~’
15년 기초과학 인력양성 분야 투자방향 검토 연구

조현대

2011.03.23 ~ 2011.10.10

한·중 FTA 과학기술 부문 대응방안 연구

하태정

2011.06.21 ~ 2011.11.20

전략업종 사업전환 모형 연구

임채윤

2011.03.30 ~ 2011.05.29

2010년도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정기철

2011.06.27 ~ 2011.12.31

ETRI 사업계획서 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성지은

2011.07.01 ~ 2011.10.31

과학기술외교 강화를 위한 글로벌 홍보물 활용 방안 연구

김은주

2011.07.01 ~ 2011.12.31

대개도국 양자 및 다자간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사업모델 구축

장용석

2011.07.11 ~ 2011.10.10

서비스 R&D 개념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연구

장병열

2011.07.14 ~ 2011.12.13

신산업인력 통계체제 마련 및 활용방안 연구

홍성민

2011.07.20 ~ 2011.11.05

전력소요 검증을 위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재억

농촌진흥청 연구관리(아젠다) 시스템의
효율성 진단 분석과 개선방안

이주량

2011.04.01 ~ 2011.09.30

주요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기획 연구

김석관

2011.04.01 ~ 2011.12.31

이공계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박기범

2011.04.28 ~ 2011.11.30

21세기 과학기술과 유비쿼터스 시대

이주량

2011.05.03 ~ 2011.10.02

해외 R&D 성과평가 분석 전문가기관 사례연구

장용석

2011.05.19 ~ 2011.12.10

참다랑어 양식산업화 단계별 가치평가 연구

안두현

2011.05.20 ~ 2011.10.20

KISTI 성과분석 모델 수립을 통한 경제성 분석 연구

황석원

2011.05.20 ~ 2011.11.30

2011.05.30 ~ 2011.12.29
2011.06.01 ~ 2011.11.30

ODA 활성화: 과학기술중심으로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Master Plan 수립을
위한 국가 R&D 사업 전수 조사
기상 R&D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 정책연구
기술선도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전략과
정부의 지원방안

이명진

손수정
이민형

농업공동연구사업 파급효과 진단 분석

이민형

2011.06.01 ~ 2011.12.3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책연구

홍성민

위한 인력구조 개선 방안 연구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험인증 기관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김왕동

2011.08.08 ~ 2011.12.06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과제 트렌드 분석

이윤준

2011.08.11 ~ 2011.12.10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보완 정책 연구

장병열

2011.09.01 ~ 2011.12.31

농업공동연구사업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진단-분석

이민형

2011.09.14 ~ 2011.12.15

과학기술인력 분야 통계생산 방안 연구

조가원

2011.09.15 ~ 2011.12.31

차세대 BG21사업과 기관고유사업과의 전략적 연계 방안

이주량

엄미정
기관 현황

2011.06.08 ~ 2011.09.07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임채윤

2011.06.01 ~ 2011.12.31

2011.06.03 ~ 2011.09.30

학연협력사업(특화전문대학원) 성과분석 및

연구 실적 목록

2011.05.23 ~ 2011.10.22

교육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2011.08.01 ~ 2011.11.30

연구 관련 활동

2011.03.15 ~ 2011.12.14

2011.04.01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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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경영목표

비

전

사람과 사회
그리고
시대정신과 소통하는
과학기술

경영철학

혁

1987. 01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과학기술정책 연구평가센터(CSTP) 설립

1987. 03

제1대 이종욱 원장 취임

1989. 07

제2대 김영우 원장 취임

1991. 03

제3대 최영환 원장 취임

1993. 02

제4대 박원훈 원장 취임

1993. 05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

1993. 05

제5대 김영우 원장 취임

1996. 02

제6대 김인수 원장 취임

1998. 05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와 산업기술정책연구소(ITEP)의 정책연구기능을 통합하여 경제

1999. 01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선제적 정책연구를 통한 국정의제 선도
합리적 투명경영을 통한 기관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양방향 소통경영을 통한 창의적 조직문화 구현

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설립 확정

1999. 0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이관

1999. 04

산업기술정책연구소(ITEP)의 산업기술정책 연구기능 인수

1999. 05

제8대 강광남 원장 취임

1999. 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개원

2002. 0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내 신기술경제성분석연구센터 신설

2002. 05

제9대 최영락 원장 취임

2004. 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내 혁신정책연구센터 신설

2005. 0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2005. 5. 31)”
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으로 소속변경

사람중심 인재경영을 통한 연구전문성 강화

제10대 정성철 원장 취임

2008. 08

제11대 김석준 원장 취임

글로벌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도 확대

2008.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내 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 신성장동력센터, 글로컬협력센터 신설

증거기반 과학기술 정책연구를 통한 정책신뢰도 제고

2011. 08

제12대 송종국 원장 취임

기관 현황

2005. 10
개방형 융합연구를 통한 사회적 기여도 제고

10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경제사회연구회

연구 실적 목록

7대
경영목표

제7대 장문호 원장 취임

연구 관련 활동

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으로 개편·설립하는 방침 확정

1998. 08

3대 가치

2012 연구사업 방향

국리민복(國利民福)과
국제공영(國際共榮)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의
글로벌 리더

2011 연구사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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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2011 연구사업

조 직 도

임직원 현황 (id@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4본부 2센터의 연구조직과 1본부의 지원조직으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원

장

원

있습니다.
연구자문위원회

원장

실
장

송종국

전 문 연 구 원

홍정임

jksong
jnhong

행

정

원

유지은

jordan1022

선임연구위원

장진규

연 구 위 원

이춘근

부 연 구 위 원

박동배

부 연 구 위 원

이명화

jgjang
cglee
dbpark
mlee

실

장

박평규

ppk

명예연구위원

김석준

ksj7979

kimhys
chungsj

행

정

원

이선희

행

정

원

김보영

monica
by1984

yangjc
mskwak
emi86

선 임 행 정 원

전대관

행

원

정정환

leesb
cyberjeh
dream2010

선 임 행 정 원

한미영

행

정

원

김지현

행

정

원

박수창

감 사 (비상근)
2012 연구사업 방향

부 원 장 실
부
부원장

기초·공공
연구본부

혁신정책
연구본부

산업혁신
연구본부

글로벌
정책본부

기획경영
본부

조황희
임기철

연 구 위 원

이정원

부 연 구 위 원

김선우

부 연 구 위 원

박찬수

부 연 구 위 원

정성훈

감

인력정책
센터

원

사

hhcho
kchlim
leejw
kimsw
pcs1344
shchung

실

감사(비상임)

이혜숙

연구 관련 활동

미래연구
센터

장

선임연구위원

명예연구위원
기초원천연구

과학기술

신산업/

협력정책연구

미래연구

인력정책

연구기획팀

전략기술

거버넌스

융합산업

개도국협력

예산관리팀

정책분석·평가

중소벤처

동북아협력

과학기술사회
(STS)

인력통계

공공복지

과학기술혁신
(STI)지표

혁신인프라/
지역혁신

협력사업팀

명예연구위원

정성철

명예연구위원

최영식

chungsc
yschoi

배태민

baetmin

장

배용호

경영혁신팀장

한상수

yhbae
sshan

인사총무팀
대외홍보팀

파 견 연 구 관

지식정보팀

파 견 연 구 관

연구 실적 목록

기획경영본부
본

인

원

2011년도 예산
( )는 박사학위소지자

직 종
임원(원장)

행정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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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원

수 입

팀

지 출

행

김형수

원

정수정

예산액

구 분

예산액

정부출연금

11,194,000

인건비

6,002,235

팀

장

양진철

5,963,874

연구사업비

9,463,782

행

정

원

곽미선

경상운영비

1,029,469

행

정

원

박은미

자체수입

33
153(58)

정

장

구 분

1(1)
119(57)

<연구기획팀>

합계

17,157,874

시설비

640,000

기타(차입금 이자)

22,388

합계

17,157,874

<예산관리팀>
정

jundk
jjh9917

기관 현황

연구직

(단위: 천 원)

부

<인사총무팀>
팀

장

이상병

행

정

원

정의호

행

정

원

주진희

hanmy
jhkim1108
scpark
107

조

2011 STEPI Annual Report

직

장

오윤정

행

정

원

김영신

행

정

원

박소영

팀

ohyoon
ureshiee
ing3567

연

구

원

김유선

행

정

원

오미경

nsh
lakm

행

정

원

김용일

행

정

원

문산천

yskim
mkoh

<지식정보팀>
팀
정

부

나상현

원

라경민

장

yikim
scmoon

안두현

dhahn

<기초원천연구>
선임연구위원

조현대

부 연 구 위 원

정미애

연

김유란

구

원

hdcho
miaejung
kimyouran

연 구 위 원

이민형

연

구

원

고제헌

연

구

원

정윤성

mhlee
thehp
v4doosan

연 구 위 원

이광호

전 문 연 구 원

강희종

연

강은지

연

구

원
원

김보현

leews
kbhyun85

하태정

hhhtj

선임연구위원

윤문섭

부 연 구 위 원

이주량

연

구

원

남민욱

연

구

원

임

연

구

원

정윤정

구

원

부 연 구 위 원

김석현

연

원

정현주

msyun
jrlee
nautes03
songlim
yjung

연 구 위 원

김석관

부 연 구 위 원

장병열

연

구

원

이찬송

연

구

원

임영훈

lcy
ibun2
gwpark
cashsim

연 구 위 원

이윤준

연

구

원

김윤영

연

구

원

박찬열

부 연 구 위 원

최지선

행

정

원

이은정

choijs
ejlee

구

jhseo

구

skim
stat93

정교민

leekh
kanghj
ej831_kang
kcsons77

부 연 구 위 원

정기철

연

구

원

강보라

연

구

원

송혜리

gcjeong
vjvmf32
hrsong

<공공복지>
김기국

연

구

원

김성진

연

구

원

정민주

행

정

원

박서진

kkkim
sjkim
mjjung
seojin86

부 연 구 위 원

서지영

연

구

원

신영규

행

정

원

김수연

science
nick0514
suyun0910

부

장

<신산업/융합산업>

송

kskwan
jangpy
truthhunter
limyh96

<중소벤처>
연 구 위 원

임채윤

연

구

원

고명주

연

구

원

박건우

연

구

원

심현금

caelee
fire1010
chan10

<혁신인프라/지역혁신>
연 구 위 원

손수정

연

구

원

양은순

행

정

원

이경은

sjsohn
nell7212
kelee

이명진

leemyjin

장용석

jang

연

원

서정화

선임연구위원

신태영

연 구 위 원

이정협

연

구

원

강주연

연

구

원

양화인

tshin
inging8479
yangfine
sbhong
liuzheyes

연 구 위 원

김종선

jskim

ejkim
namsil
sungil

연

구

원

김학본

연

구

원

유하영

hakbon82
yukawa

글로벌정책본부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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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연 구 위 원

본

연구 관련 활동

<전략기술>

구

이우성

연

산업혁신연구본부

장

기초·공공연구본부
본

연 구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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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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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STI)지표>

<대외홍보팀>

<협력정책연구>
연 구 위 원

혁신정책연구본부
본

부

장

이세준

<개도국 협력>

sjlee

<과학기술거버넌스>
선임연구위원

황용수

부 연 구 위 원

양승우

연

전명종

구

원

yshwang
swyang
mytjun

부 연 구 위 원

성지은

연

구

원

이규석

연

구

원

정도채

jeseong
kslee
puredochai

<정책분석·평가>
홍사균

연 구 위 원

황석원

연

구

원

김주철

연

구

원

박종혜

연

구

원

이현이

sghong
hsw100
Jckim
juny
honi06

연 구 위 원

이재억

연

구

원

김성원

연

구

원

미쯔히코

연

구

원

박하얀

jolee
twosung
mitsu3215
hypark

구

원

연

구

원

<동북아협력>
선임연구위원

홍성범

연

유

구

원

철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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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위원

연

jhlee
동그라미 grami
Sira Maliphol siramaliphol

<협력사업팀>
팀

장

김은주

연

구

원

김남실

연

구

원

장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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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센터
센

터

장

박병원

bwonpark

연 구 위 원

김왕동

유의선

송치웅

연

구

원

박미영

연

구

원

김은희

연

구

원

김이화

연

구

원

양장미

wangdkim
cusong
iehkim
1129jangmi

부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윤정현

부 연 구 위 원

장영배

연

구

원

정연진

행

정

원

이현정

<미래연구>

esyoo
ollive
ewha0626
yjh5791

<과학기술사회(STS)>
선임연구위원

송위진

부 연 구 위 원

홍성주

선 임 행 정 원

조경화

songwc
sungjoo
khcho

홍성민

hsamu

선임연구위원

민철구

연 구 위 원

박기범

연 구 위 원

엄미정

부 연 구 위 원

김형주

연

구

원

박은진

연

구

원

송재준

연

구

원

안종욱

연

구

원

우새미

연

구

원

이윤지

ckmin
umi
park0323
jwahn
yoonji

연

구

원

정미나

soli
hjkim
ninthblue
smwoo
minaj

조가원

kawoncho

연

구

원

김민정

mjkim

ybchang
lunasea
hjlee

인력정책센터
센

터

장

<인력정책>

<인력통계>
부 연 구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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