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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정책

Policy Institute: STEPI)은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이해도 제고에 노력하였고, 연구교류회를 운영하여 원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내외의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STEPI는 우리나라의

니다. 국내외 각종 학술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의 개최를

효율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과 과학기술 및

통해 과학기술정책연구의 학문적 발전에도 기여하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습니다. 또한 OECD 등 국제기구 활동과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ODA

최근 우리 경제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개도국 과학기술혁신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국제

즉 잠재성장률 감소, 고용없는 성장, 에너지·자원 고갈,

사회 발전에도 공헌해 왔습니다. 한편 미래사회 변화에

기후변화, 사회 불균형 등 복합적인 이슈들을 극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제7차 국제미래연구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을

아카데미(IFA) 과제에 참여하는 등 과학기술정책연구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면, 앞으로는 창의성과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융합에 기반한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국민 행복과 희망의

STEPI에서 수행한 연구와 관련된 그 밖의 활동도 모두

새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과학

수록하였습니다.

기술국제협력을 통해 원조공여국으로서 지구촌 행복
시대의 중추적 역할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STEPI는 역사적 소명의식과 창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2013년에도 국가와 국민, 세계인류를 위한 가치를 발견

지난 한 해 동안 STEPI는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국제

하고 보다 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여 대한민국

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과학기술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선 정책연구의 국정 기여도

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제고를 위한 미래전략연구 등 선제적 정책연구, 사회적
기여도 제고를 위한 개방형 융합연구, 국제사회 공헌을

이 보고서가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자는 물론 정부와

위한 글로벌 협력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연구성과의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혁신조사, 과학기술인력조사,

합니다.

기술혁신성과지표 분석 등 증거기반의 조사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창조경제를 구현하여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의 First Mover가 되겠습니다.

STEPI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도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습니다. 과학기술정책포럼을 통해 과학기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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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현재 국리민복과 국제공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의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 “혁신기반 의료산업 발전 방안”,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와

역할을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사회적 문제

대응전략” 등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인적·사회적 혁신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을 모토로 정책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셋째, 경제기술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R&D 기반의 성장전략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와 관련된 연구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기초·원천연구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2012
연구사업 특징

실용화 촉진 방안”,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평가 및
예측모형 개발”,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최근 몇 년간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매년 관련 정책연구의 비중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대안들이 국가의 주요

인적·사회적 혁신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정책 사업으로 연계되어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복지국가실현 방안”,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중점과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주요 이슈와 대응”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2012년의 주요 정책연구를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사회적 문제해결 기여, 인적·사회적 혁신기반 강화 기여,
국제사회 발전 기여라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인적·사회적 혁신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현재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R&D의 범위와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공계 기피라는 사회적 화두와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인력정책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연구를 확대하였으며, 과학기술인력양성 모델 개발과 정책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책연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전환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개발을
통한 이공계 인력양성 모델”, “이공계 대학원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개선 방안”, “연구소 중심의

첫째, 미래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과학기술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이는 “과학

대학연구시스템 활성화 방안”, “이공계 분야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현황과 유치 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

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IV”,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발전 방안”,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기술

하였다.

시스템 구축 및 발전 방안” 등에서 다루어졌다. 이들은 과학기술발전 관점의 미래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극복
해야 할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어젠다 도출 및 선제적 대응 방안, 국가 과학기술혁신 정책 패러다임 정립
및 정책대안, 향후 한국형·창조형 국가전략기술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선진기술의 도입, 흡수, 개량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1980
년대 후반에 들어서 자체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하였고,

둘째, 국가경쟁력 향상과 차세대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 연구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산업구조 재편, 인구
구조 변화, 자원 및 에너지 고갈, 잠재성장률 저하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녹색
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창출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견인하도록 “신성장동력사업 성과분석 및 정책과제”, “녹색기술의 확산·

08

우리의 성공사례가 개발도상국의 수범사례가 되면서 개발도상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과학기술정책 벤치마킹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맞추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바람직한 과학기술 ODA의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로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과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소프트
파워 기반의 과학기술외교 전략”,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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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중점과제
| 연구책임자 | 서지영 | 참여연구원 | 김기국, 조현대

연구목적
●●국민소득

정책대안
2만 달러 시대 진입과 더불어 한국이 추구해야 할 복지의 범위가 국민 모두의 안정된 삶의 기반 구축으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 관련 R&D의 목표와 사업수행방식이 복지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국민복지향상위원회
●●국민의

건강과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국민생활 전주기 건강증진사업”, “생태복지향상을 통한 미래위험대응 연구”

확대
●●고령사회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설치 및 복지과학기술연구센터 설치

●●전

복지 증진을 위한 “백세시대 생활기반 구축사업” 추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도국 기술지원 강화

추구해야 할 ‘복지’

–결과적 재분배(소득재분배)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구축
–생애 전주기에 걸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강화
–미래의 복지위협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고령화, 기후변화, 글로벌화 등 전 지구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국내 사회문제의 과학적 예측과 기술적 대응
–복지서비스의 보다 효율적인 수행 및 전달, 근거기반의 복지서비스 전략 수립 및 시행,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복지
서비스 창출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실현
–고도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환경의 파괴,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복지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및 부처별 사업

–복지향상의 목표로 시행되는 사업이나, 실질적 복지효과의 창출보다는 산업육성 중심의 사업구조를 가짐
–기술 그 자체의 개발에 치중하여, 효과 검증 및 기술확산을 위한 지원은 취약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매우 적어, 복지 분야 기술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임
●●개선

방안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실질적 복지효과 창출을 위한 개방적 혁신환경 조성
–복지서비스 결과를 연구개발로 피드백 할 수 있는 검증기반 및 정보수집/관리 시스템 구축
–근거기반 연구개발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의 복지효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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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연구사업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과학기술기반 국가발전 미래연구(Ⅳ)
| 연구책임자 | 박병원 | 참여연구원 | 홍성주, 송치웅, 윤정현, 정민주, 이정한

연구목적
●●글로벌

정책대안

환경 변화 및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두드러진 미래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발전의 방향을 제시

●●X이벤트와

같은 중대 사건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 회복탄력성) 역량 제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adaptation), 두 번째로 위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민첩성(agility), 이 위기를 새로운 시스템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재개(renewal)능력 함양이 필요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국가핵심시설에 대한 안전 전략 수립, 연구개발투자 확대, 사전 재해 재난 대비 훈련, 통합위기

주요내용

관리시스템 구축, 사회적 자본(신뢰 등) 강화, 필수자원 공급망 구축, 관리 체계의 분산화 그리고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

●●미래이슈연구

●●X이벤트연구의

혁신적 순환 시스템 마련

–과학기술기반의 미래전망을 통해 미래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 기존의 거시 환경 분석보다는 기술과 사회 및 산업(business)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향후(10~20년 내) 당면
하게 될 미래이슈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대안을 도출
●●미래연구

종합 지식기반(Knowledge base) 구축

Trend

(Herding behavior
; regular point)

Complexity
mismatch

Catalyst

Social mood
bias

Resilience

X-Event

(short-term
destruction)

(critical point)

Innovate

(long-term creation
; reconfiguration)

Rebirth

–선진국 및 국제적인 유수 싱크탱크 등에서 수행했거나 수행 중에 있는 미래연구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미래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Horizon Scanning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조사 차원에서
2012년 현재 STEPI foresight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자료조사 추진
●●역대

미래전략 보고서에 대한 평가 분석

–김영삼정부 이후 정부 주도로 수립되었던 국내 미래연구 보고서에 대한 메타 분석 작업을 수행, 정권 말기에 도출되는
국가 미래전략 보고서들이 과연 차기 정부의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확인
●●국내·외

미래연구 네트워크 강화

–IISA(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와 공동 연구 수행, 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IFA(International
Foresight Academy) 공식 출범, 미래연구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구축
●●미래연구

성과의 확산 및 공유

–민간 및 공공부문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래연구 Conference 주관 및 개최(2012.09.25.), Future
Horizon을 정기적으로 발간, 언론·출판을 활용한 주요 미래연구 이슈의 관심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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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연구사업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 방안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복지국가 실현 방안
–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

| 연구책임자 | 양승우 | 참여연구원 | 이세준, 최지선, 이명화, 김재경, 정도채

| 연구책임자 | 김왕동 | 참여연구원 | 성지은, 송위진, 김종선, 장영배, 박미영

연구목적

연구목적

●●세계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탈추격형 국가혁신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기존

과학기술 관련 법제는 행정기관의 입법수요에 따라 제·개정되어 관련 법률 상호 간의 부정합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법제 지배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됨

●●본

기관 현황

연구에서는 ‘함께하는 혁신’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위해 먼저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미래트렌드와 시대정신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과학
기술혁신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함
–다음으로 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하는 혁신’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후 관련 이론
고찰과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본 후 요약 정리함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함

●●국가과학기술정책
●●외국의

및 과학기술 법제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 분석

입법례 분석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재설계

●●사회과학적
●●과학기술

계량분석 방법론의 도입을 통한 현행 과학기술 법제 및 법제들 간의 지배구조 분석

법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방향 및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들의 개정

방향 도출

주요내용
●●최근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추구 방안 모색이 과학기술계의 중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음

–즉,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의 동시해결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기존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시대정신을
반영함에 있어 한계를 노정해 왔음
–최근에 제시된 차기 정부의 어젠다들도 여전히 공급중심의 정책, 기술시스템 사고, 미흡한 참여적 거버넌스 등의 특징을

정책대안

보임으로써 ‘경제민주화’, ‘복지’, ‘정의’, ‘동반성장’ 등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반영함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들의 개정 방향 제시

–과학기술기본법과 하위 관련 규범들의 연결점 확보 및 부정합성 제거, 12개의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체계 구축,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함께하는 혁신’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함께하는 혁신’

이란 ‘더불어 혁신한다’는 의미로 혁신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혁신의 성과도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기회 제공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법제 및 성과평가·관리 법제의 개편,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제의 개편, 과학기술 분야 정부

정의로운 성과분배 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을 말함

출연(연) 관련 법제의 개편 및 체제 통합

–함께하는 혁신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시대정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적 목표와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방안 제시

–과학기술기본법 개선안의 주안점 제시 및 과학기술 법제의 정합성 제고,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의 역량 강화 방안
제시, 과학기술기본법의 구조 개편 및 신규 의제의 수용, 지식재산기본법상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국과위의 관계 재설정,
대형연구시설 활용에 대한 법제화 기반 마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제시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구조의 재설계 및 본회의 구성원 변경을 통한 의사결정의 기획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국과위의
설립 근거에 대한 원칙인 과학기술기본법 존치, 타 조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의 이관
및 국과위 직제 개정 방안 제시

사회적 목표의 균형 추구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연계 강화 △참여의 공정한 기회 제공 △성과의 정의로운 분배
△사회-기술 시스템적 접근 등의 5가지 특성이 있음
●●함께하는

혁신의 패러다임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비전으로 ‘함께하는 혁신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을 설정하였으며

비전을 구성하고 있는 3대 가치로 ‘동반성장’,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성’을 제시하였음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더불어 창의성 추구’, ‘사회수요 대응’, ‘공유가치 창출’의
세 가지를 제시
–함께하는 혁신의 패러다임은 동반성장을 추구하되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혁신주체가 함께 협력하여 창의성을 발현하고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표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14

●●
공동관리

일부개정안 반영 및 전부개정안 마련 및 정부 부처 간 협의 중

규정 법률화 이슈에 대해 국과위가 연구과제를 발주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이 후속연구 진행 및 입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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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연구사업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이공계 석·박사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홍성민 | 참여연구원 | 김형주, 조가원, 김선우, 이시균, 정미나

정책대안
●●본

연구에서는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는데 이들 과제들은 ‘경제민주화’, ‘복지’, ‘공정’,

연구목적
●●이공계

기피라는 사회적 화두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회적 대우

‘정의’, ‘동반성장’ 등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제고’와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를 축으로 추진

정책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는 급증하였으나 질적 미스매치는 여전히 심각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상대적 대우도 열악해지는 등

●●본

연구는 12월 대선과 차기 정부의 수립을 앞두고 기존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시대정신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혁신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으며 과학기술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추구
방안 모색이 핵심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장정책과 복지정책,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 노출
●●본

연구는 기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흐름과 내용 및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타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음
●●본

연구가 성장과 복지,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동시추구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에 중점을 둠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가 차기 정부의 정책 어젠다 작성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의 초점은 대학 혹은 대학원에 대한 지원에 맞추어져 있으며,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기술 분야별 혹은 주요 핵심기술별로 폭넓게 부여함으로써 연구개발인력을 양성하고 훈련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성과분석 사례연구

–BK21사업의 기존 성과분석에서는 성과분석지표로 참여인력, 학위배출 및 취업률, 전공취업률을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며,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인 효과, HRD보다는 R&D 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강함
–엄미정 외(2012)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추가 성과분석 실시 결과, 참여자의 연구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나타냈으나, 연구자 경력개발보다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 추구 경향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강함
●●이공계

석·박사 노동시장 성과 진단

–박사인력의 경력과 이동성 조사(KCDH 2010)를 중심으로 초기 노동시장 성과 진단 실시, 지역고용조사 및 경제활동인구
조사 등 대표적인 통계청의 통계를 이용하여 전체 노동시장 성과 종합 진단 실시
–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취업이나 임금수준은 우세하나, 신진 인력의 고용지표 악화와 근로시간의
증가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음
●●해외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최근 동향과 특징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전이가능숙련(transferable skills) 관련 정책사례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연구자 역량개발에서도 중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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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사업에 대한 투자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을 위한 연구
| 연구책임자 | 홍사균 | 참여연구원 | 이세준, 이명화, 이영수, 박종오, 박명환, 박하얀

정책대안
●●고급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환: 과학기술인력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

재편과 인력 활용 성과를 강조한 정책 기획 및 추진
–과학기술인력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획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투자가 필요

연구목적
●●정부연구개발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즉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

정부 R&D 예산에 대한 배분 및 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종합적이고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배분 및 조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세부 사업단위에서 검토, 조정되고 있는 실정

–노동시장 영향 평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시각을 반영한 정책 기획 및 실행 체계 구축
–KCDH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력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전주기적 역량개발 체계 구축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군에 대한 투자방향과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음
●●본

연구는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방향과 추진전략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음

주요내용
●●2장에서는

과학기술 하부구조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어,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개념 및

중요성, 특성 등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들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음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정부 R&D 투자현황을 분석해 보고, 향후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체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여기에서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사업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3장에서는

연구시설 및 장비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행

–구체적으로는 연구시설 및 장비와 관련하여, 개념 및 중요성,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과 시사점 등을 정리하고, 연구시설 및
장비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현황을 분석
–연구시설 및 장비 분야에 대한 향후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투자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
●●이러한

분석 틀과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4장에서는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유통 분야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5장에서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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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지표연구(Ⅶ)
| 연구책임자 | 김석현 | 참여연구원 | 강희종, 정미애, 정현주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향후 투자방향과 추진체제 개선 방안에 대해 총체적 수준(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사업)과

부문별 수준(연구시설 및 장비,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유통, 과학기술협력 거점구축 및 지원 등)에서 정리하여 제시

연구목적
●●과학기술혁신지표체계의

공공부문(기업, 대학, 정부 연구소)을 혁신주체로 외연을 확대함

정책대안

●●서지정보는
●●과학기술

다년도 연구사업의 7차년도 연구과제로서 혁신지표와 서지정보를 포함하고, 2012년도는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정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논문과 특허의 두 가지를 다루는데, 지식이나 경제적 영향 등과 같은 혁신의 산출물에 대한 연구나 개발

같은 혁신의 투입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의 주제로 체계적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그 다음에는 이를 토대로 향후 구축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계획, 즉 로드맵의 수립 필요.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사업은
일시에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구축되어야만 함

●●모든

요인들의 적용 범위가 기업을 제외하고, 1년안에 다루기에는 광범위해서 매해마다 대학이나 정부 연구소를

선택하는데, 작년도 연구는 기업과 대학들을 포함하였고, 금년도는 학술 논문이라는 서지정보에 대한 연구를 시작
하였으며 내년에는 특허 서지정보를 연구할 예정임

주요내용
●●기업부문에

대한 지표연구의 구조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1) 기업들에 대한 집합적인 지표 (2) 개별 기업을 위한 복합

적인 혁신지표 (3) 고성장 기업의 세 부문으로 이루어짐
–매년 업데이트되는 처음 부문을 제외하고 금년도 연구는 기업에 대한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기업혁신의 정성지표가 구축됨
–본질적으로 정성적 지표는 정량적 지표로부터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결합하는 복합지표는
기업의 혁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케 함
–고성장 기업에 대한 연구는 4년(금년도 포함)을 통해 축적하여, 시계열적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좀 더 강력한 분석의
결과를 얻게 되었음
●●생명과학

분야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흡수하는 체계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학술 논문에 대한 서지연구에 초점을 맞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시간대인 2000년과 2010년을 고려함
–미국은 학제 및 생명과학 분야 모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택됨

정책대안
●●기업부문

–4년에 걸쳐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적어도 상장기업에 있어서의 정형화된 사실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장점이 발현
–한국 기업 전체의 전반적인 양상은 눈에 띄게 호조를 보인다고 볼 수는 없음
–변화의 흐름도 감지되며 그 대표적인 그룹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대기업군임
–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중소기업 상한선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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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 방안
: 원자력기술 및 우주기술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조현대 | 참여연구원 | 강희종, 민철구, 성태경, 이헌규, 이대희

●●학문융합지표–생명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생명과학 분야는 학문간 융합에 있어서 매개중심이 높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므로 전략적으로 육성하면 한국 학문융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원자력과 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다학문 분야, 특히 기초과학의 육성 필요
–생명과학 분야는 학문융합 관점에서 강력한 네트워크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이 분야를 육성하는 것이 네트워크가 약한
타 분야를 육성하는 것보다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의

개념 설정 및 분석의 틀 구축

–국가전략기술 개념고찰 및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국가전략기술 설정
–기존 혁신시스템 이론들의 고찰 및 분석의 틀 확립: 국가기술시스템 개념과 분석요소 도출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시스템 및 우주기술시스템 분석

–기술 하부구조, 제도적 하부구조, 사용자 그룹, 정부정책 등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우주기술시스템 및 원자력기술
시스템 분석, 정리
●●해외

주요국 원자력기술시스템 및 우주기술시스템 분석

–원자력기술시스템: 미국, 일본, 프랑스의 원자력개발 조직, 주요 원자력개발계획 분석, 정리 및 국가 간 협력 현황 분석,
정리
–우주기술시스템: 미국, 일본, EU, 프랑스, 중국의 우주개발조직, 주요 우주개발계획 등을 분석, 정리 및 국가 간 협력
현황 분석, 정리
●●시사점

및 발전방향 제시

–원자력기술 분야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낮은 기술력, 규제연구 체계 및 규제연구 미흡, 정책의 일관성 및 전문
인력의 부족 등 중요 문제점을 진단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선진국 추격노력, 선제적인 규제연구 체계구축 및 규제연구 강화,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의 중점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 등을 제시
–우주기술 분야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낮은 기술력, 높은 진입 장벽, 우주기술개발 여건 미성숙 등 중요 문제점을 진단
•장기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장기계획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육성의 필요성, 확고한 국민적 지지를 위한
국가계획에 의한 전략적인 추진의 중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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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연구사업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 이윤준 | 참여연구원 | 정기철, 장병열, 김선우

정책대안
●●국가전략기술

연구목적
전반적 측면에서의 발전 방향 제시

–단·중기적 기술시스템 발전 방안
–장기적 기술시스템 발전 방안
●●국가원자력기술시스템

발전 방안 제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의 부활을 강조

●●국민소득

3만 불 달성 및 4만 불 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및 청년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90년대 말

벤처붐 이후 청년창업 및 기업가 정신지수는 하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및 청년창업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핵심 영향

–기술혁신, 공급체계 개선 등 원자력기술하부구조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 방안

요인 도출과 정책지원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고학력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원자력정책 및 행정 컨트롤타워 보강 등을 통한 R&D 체제 관련 개선 방안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을 제안함

–규제연구 및 안전규제연구 강화, 전문인력수급 정책 수립 시행 등 사용자그룹 및 정책개선 방안
●●국가우주기술시스템

발전 방안 제시

–우주기술 분류체계 통일, 우주기술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통한 우주기술하부구조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 방안

주요내용
●●기업가

정신 하락의 주요 요인과 청년창업 애로요인 파악

–글로벌 우주기업 및 연구기관 배출 등을 통한 제도적 하부구조 개선 방안

–(문제점) 높은 생계형 창업 비중, 청년 기업가 정신 약화, 사회 전반에 도전의식 부재

–생활 속 우주기술 확대, 나눔의 우주기술 실천 등을 통한 사용자그룹 개선 방안

–(애로사항) 대학의 창업교육 및 멘토링은 미흡, 초기 창업자금 지원 부족, 실패 不용인의 사회

–정부조직 위상강화를 통한 정부정책 관련 개선 방안 등

●●기업가

정신 및 창업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및 당위성

–(계량적 분석) 국민소득에 대한 기업가 정신 영향요인은 부분적으로 유의미
–(지원정책의 시장실패) 정보의 비대칭성과 초기 부존자원 특히 자금측면의 차이가 시장실패 유도
●●기업가

정신 및 창업 활성화 정책 비교 및 국내대학 사업화 및 창업 성과분석

–창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이나 질적인 측면의 개선 필요
–정부의 재정지원 및 창업교육이 중요
●●창업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시사점 도출

–(대학) 비즈니스 개념 도입, 정규교육과정의 창업교육, 유럽식의 별도 투자법인 설립, 전문기업이 창업보육을 담당
–(출연(연)) 창업 이전단계부터 지원, 정부·민간기능을 통한 리스크 제거, 산·학·연·관 전문가들에 의한 공동 창업보육,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사유 및 대상 확대, 겸임·겸직 허용 사유 및 대상 확대,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적 뒷받침 및 문화
형성

24

25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2 STEPI Annual Report

2012 연구사업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기초 · 원천연구의 실용화 촉진 방안
: 산학연협력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정미애 | 참여연구원 | 이민형, 안두현, 김석현, 이지혜

정책대안
●●창업

교육·멘토링 시스템 구축

–1사-1학 창업 정규 학위과정 개설, 창업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설, (가칭)창업영재교실 운영, On-Off Line 멘토링 시스템
구축
●●투자

연구목적
●●기초·원천연구
●●세부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협력 방식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시스템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축하고, 기술 및

사회의 맥락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방식의 특성을 분석하여 산학연

중심의 창업자금 지원으로 패자부활시스템 구축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시스템을 설립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

–대학 내 창업지원용 투자운용회사 설립, 실패 창업자의 재창업지원 확대, 개인투자조합의 자산운용범위 및 관리기준
설정, 모태펀드 전담회사의 타 기관 정책펀드 위탁 운영
●●범부처

통합 창업지원체제 구축

–범부처 창업지원 협의체 구축, 한국형 기업가정신재단 설립

주요내용
●●기초·원천연구의

개념과 실용화 관련 기존 연구 고찰

–기술 상용화 및 혁신 과정 모형과 혁신 시스템 논의를 검토하여 기초·원천연구 실용화 촉진에 있어 시스템 접근
필요성을 도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 분석 틀 구축

–시스템 접근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산학연협력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틀 마련: 구조적 자원, 네트워크 자원, 시스템
기능 및 연구개발의 단계별 전략으로 구조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 사례 연구

–국가 지원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의 대표 사례인 반도체 분야의 한국, 미국, 일본 사례를 선정하여 협력기반 조성시기와
이후 각 국가별 배경에서 진화된 형태를 비교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산학연협력 방식의 한계 및 정책 개선점 제안

–한계점으로 기업 간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기획 부족, 네트워크 자원의 전략적 활용 부재, 수동적 기술지식 확산 전략과
기술개발 방향성 및 투자 정당성 제시 역할의 부재, 산업 내 협력 기반 조성에 대한 소극적 지원을 도출

정책대안
●●기초·원천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 과제 제안

–기업 협력이 가능한 분야와 구조 설계에 대한 제안
–실용화 가능 분야에 대한 선별 방안 및 안정적 후속 지원의 중요성 제안
–산업계 주도 협력체제를 기획 및 성과 활용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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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연구사업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녹색기술의 확산 ·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
| 연구책임자 | 정기철 | 참여연구원 | 이광호, 박유경, 심동녘

| 연구책임자 |

연구목적

정책대안

●●녹색기술의

확산을 위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동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방안은 더욱 확대하고 효과가

미미한 방안은 개선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주요 녹색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수요 촉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

수단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정책연구의 목적으로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실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함

주요내용

●●학술연구의

| 참여연구원 |

측면

–녹색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수요 촉진을 목표로 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미시적,
계량적 방법론을 제안
–연구방법론 및 연구결과를 보완하여 SSCI급 국제학술지(Energy Policy 등)에 학술논문을 투고하여 현재 심사 중
●●정책연구의

측면

–그린 카, 그린 홈, 그린 가전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간수요 촉진 정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상,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판단 근거를 제공

●●문헌연구

–이론적 배경으로 혁신의 출현 및 확산을 위한 수요 창출, 촉진, 시장 확산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인 수요기반 혁신
정책의 내용과 정책도구를 분석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대한 행위 분석 및 선호 구조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선택기반 수요분석
모형의 주요 내용을 탐구
●●그린

카 분야 실증분석

–그린 카 확산 및 보급 현황 및 지원 정책 현황 분석
–그린 카 보급 및 확산의 주요 기술적·정책적 이슈
–그린 카 수요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그린

홈 분야 실증분석

–그린 홈 확산 및 보급 현황 및 지원 정책 현황 분석
–그린 홈 보급 및 확산의 주요 기술적·정책적 이슈
–그린 홈 수요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그린

가전 분야 실증분석

–그린 가전 확산 및 보급 현황 및 지원 정책 현황 분석
–그린 가전 보급 및 확산의 주요 기술적·정책적 이슈
–그린 가전 수요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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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연구사업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농업 R&D의 이해와 성과 관리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대학 R&D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및
정책 개선방향

| 연구책임자 | 이주량 | 참여연구원 | 이찬송, 정윤정, 김석관, 엄미정, 양한주, 윤한성, 남상욱

| 연구책임자 | 손수정 | 참여연구원 | 양은순

연구목적

연구목적

●●농업

R&D의 성과경로를 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R&D 수행주체와 관리주체 간의 인식차이를 경감시키고

추진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
●●인식차이

경감을 통해 농업 R&D의 본질과 부합되는 연구 및 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

●●연구추진

체계의 개선 방안을 지적하여 농업 R&D의 연구효율성 증진을 위한 성과 관리의 개선 방안을 제시

●●대학

기관 현황

R&D 기반 우수 기술의 사업화 및 기술창업을 통해 역동적인 R&D 환경을 조성하여 R&D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대학의 기술창업/사업화 현황 및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위험) 및 성공요인(기회)을
도출함
–이를 기반으로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이론연구

–농업 R&D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들과 기존 연구들을 고찰
–대리인 이론, 공공 R&D의 목표 모호성 이론 및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 고찰
●●농업

R&D 성과분석

–이론적 함의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의 농업 R&D 투자 성과를 개괄적으로 진단하고, 기타 연구개발 사업들과의 비교
속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봄
●●한국

농업 공공 R&D의 이해

–농업 공공 R&D의 가치사슬과 성과경로들을 도출한 후, 각 분야별로 도출된 성과경로들을 재유형화하고 대표 사례들로

주요내용
●●대학

기술창업의 환경 이해

–기술창업의 의미와 가치, 유형, 필요성 이해
–대학산학협력실태조사에 기반한 창업 환경 이해
●●대학

기술창업의 현황 이해

–해외사례: 싱가포르, 미국,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특징적 시사점 도출
–국내사례: 대학 기술창업 성공사례 심층조사 분석에 의한 시사점 도출(호서대학교,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등의 지원
조직 및 창업 성공 기업)
–국내 대학의 기술창업 한계

취합
●●정량적

성과 가능성 분석

–연구 투입 및 산출 요소들을 정량적으로 환산하여 연구 분야의 개별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성과 평가 체계의
적절성을 검토

정책대안
●●기술창업

–인큐베이션 등의 확보, 창업 지원 펀딩 확대, 교육시스템 체계화, 동아리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필요성 제시
●●창업

정책대안
●●농업

공공 R&D 분야에서 품종출원 및 등록을 대표성과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녹색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투자 및 연구개발 사업확대 필요

●●농업

공공 R&D의 역할과 기능에서 식량안보, 국민복지 증대, ODA 지원 등 비화폐적 역할에 대한 가치 인정 확대가

필요
●●농업

30

R&D의 다양성과 변화에 유의하여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

지원 프로그램

하드웨어 확대

–창업보육센터, 단계별 인큐베이터 구축 제시
●●창업

소프트웨어 확대

–창업펀드 조성 및 투자형태의 자금지원 제시
●●창업교육

활성화

–대상별 맞춤형/단계형 창업교육시스템 구축
●●창업동아리

및 네트워크 활성화

–실질적인 창업 활성화 기반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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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연구사업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방안 모색

| 연구책임자 | 홍성범 | 참여연구원 | 김기국, 임상현, 이진상, 유 철

| 연구책임자 | 김종선 | 참여연구원 | 서지영, 호 사

연구목적

연구목적

●●한국

국가생존에 절대적 변수로 등장한 중국의 변화를 비롯하여, 한국을 둘러싼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역내 국가

●●일본

기관 현황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동북아시아 원자력 안전을

간 과학기술협력 패턴의 심층 분석을 통한 새로운 협력 어젠다를 발굴하는 한편, 실무적 관점에서 공동의 문제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방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주요내용
●●동북아

국별 발전전략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유형화

●●한중일

3국 원자력 안전 정책 고찰

–중국의 7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전략

–일본의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

–한중일 3국의 원자력 발전의 현황 및 중요성 파악

–한국의 신성장동력 추진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프로그램은 크게 5개 패턴(유형)으로 구분됨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중일 3국의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 고찰

●●동북아

한·중·러·일 국별 과학기술 국제협력정책 및 추진 현황 분석

–한중일 3국은 원자력 안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 거버넌스 변화, 정책 확대, 원자력 안전 관리 기관의 독립성
강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 국내외 과기협력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리중심 과기협력활동의 극대화 및 신장된
과학기술력에 걸맞은 국제적인 기여를 통한 세계 과학기술계에서의 위상제고가 새로운 협력정책의 전환 방향
–중국: 막대한 잠재시장을 무기로, 해외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해 첨단생산기술을 도입·흡수·소화하고 국내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전략 추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의 국제과학기술협력 정책은 러시아 과학기술 잠재력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실시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음
–일본: 국제협력을 통해 한층 더 높은 과학기술의 추진에 의한 문제 해결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세계에서
일본의 국제적 존재감 부각도 또 하나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한중일

–IAEA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에 있음
–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못하고 있음
–한중일 3국은 지난 20여 년 이상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 국제협력은 서로 간의 필요성에 의한 실질적 협력사업보다는 상호 이해 확대의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음
–이로 인해,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호 간 이해 부족 및 협력 부족이 나타났음
●●향후

정책대안
●●한·중

수교 초기에는 1인당 GDP가 한국 1만 달러 vs 중국 100달러 수준으로 경제,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을

급성장에 따른 환경 변화 속에서 과거의 지원적 협력이 아닌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장기적 안목의 상호호혜 협력으로
전환하고 “기술협력파트너로서의 중국”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
독도문제, 과거사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부각됨으로써 과학기술 국제협력도 부진한 편임. 대일무역

더 필요함
–정치적 문제에 따른 상호 이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 간 신뢰 및 이해 확대, 협력 방향 및 사업 도출 등이 필요함을 제시함

정책대안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 설립 및 운영

적자의 상당부분이 소재(일부 부품)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차원의 협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양자

–민간을 중심으로 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원자력 안전 공동체 설립

간 협력보다는 한중일 FTA, 아세안+3 같은 다자간 협력을 통한 협력생산성 제고가 필요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서 민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 전개

●●러시아는

푸틴대통령 재선 이후 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미 80년대 중반 구소련의 붕괴로 많은 우수

연구자들이 서방세계로 유입되었지만, 푸틴 1기 이후 과학기술체제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정상적인 상태로 회귀되었다고 볼 수 있음. 러시아를 포함하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과의 원천기술 관련 협력

32

원자력 안전을 위한 동북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협력 방향 및 정책 방향 제시

–한중일 3국은 각각 원자력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광역적 관점에서는 원자력 안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배우자는 분위기 속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원조형 협력관계로 출발하였음. 그러나 20년간의 중국의

●●일본은

3국의 원자력 안전 관련 국제협력 현황 파악

강화 필요

●●상호

이해 확대에 따른 실질적 협력 과제 도출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함
●●한중일

3국의 실질적 비상대응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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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이슈와 대응

스마트파워 기반 과학기술외교 전략

| 연구책임자 | 송위진 | 참여연구원 | 성지은, 홍성주

| 연구책임자 | 장용석 | 참여연구원 | 배영자, 김상배, 송치웅, 이재훈, 이진상, 최영식, 김은주, 이명진, 장성일

연구목적

연구목적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재난·재해 등이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등장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

기술혁신 정책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기존의 기술획득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에는 제한적임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모델 개발·확산을 통해 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

주요내용

●●본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의 특성 분석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의 핵심요소 도출

–사회-기술기획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를 정의 및 구체화하고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활동 → 정책
(사회)기획과 기술기획의 융합영역에서 사용자 참여
–문제해결형 연구개발활동은 사회-기술기획, 사업기획, 실증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과 수요를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필요로 함
–사회-기술기획 → 기술기획 → 연구개발 → 실증 및 실용화 → 평가의 전주기에서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용자들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

●●이를

위해 글로벌 환경 변화, 선진국 과학기술외교 동향, 우리나라 과학기술 협력 및 외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스마트파워에 기반한 대 선진국, 신흥국, 개도국 및 다자간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도출함

주요내용
환경 변화 및 선진국 과학기술외교 현황 분석

–글로벌화의 진행으로 녹색성장 등 다수의 글로벌 도전과제들이 대두하고 있고, 우리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고 있음
–미국, 일본, 북유럽 등 선진국들은 과학기술의 소프트파워적 성격을 외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스마트파워

●●문제해결형

–Science for Diplomacy: 국가전략 및 외교적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
–Science in Diplomacy: 주로 다자외교 무대에서 과학기술적 전문지식을 활용
–Science as Diplomacy: 과학기술을 통한 공공외교

과학기술외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우리는 과거 60년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외교적 활동에 치중하여 국가전략 및 외교적 목적을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은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사회-기술기획 활동 의무화

–사회-기술기획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 조직(출연(연), 지식서비스 기업, 대학)을 육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기술기획 활동을 국과위가 총괄
–사회-기술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업 추진
●●사용자

기반 과학기술외교의 개념틀 개발

–Diplomacy for Science: 과학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 활동

●●우리나라

정책대안

기관 현황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스마트파워를 갖춘 글로벌 뉴리더로서 한국의 과학기술외교 종합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음

●●글로벌

–‘사회-기술기획(Pre-기술기획)’

참여 제도화와 기반 구축

–사회정책 부처의 정책부서가 주도하는 문제 정의 및 구체화 활동 제도화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과 사용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기술기획 시스템 구축
–Living Lab과 같이 사용자 생활세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사용자 지향성,
문제지향성 강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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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정도, 사용자의 만족도를 반영한 연구개발사업 평가지표 개발

매우 미미하였음
–스마트 과학기술외교를 위한 체계 및 기반이 매우 취약함
●●대

선진국 과학기술외교 전략

–선진국 과학기술 수준을 추격하기 위한 과학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하되, 과학기술의 하드파워 및 소프트파워를 국가전략
및 외교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대

신흥국 과학기술외교 전략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국들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쟁자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과학기술적 비교우위를
보유
–스마트 과학기술외교를 통해 이들 신흥국들을 경쟁자보다는 협력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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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연구개발을 통한 이공계 인력양성 모델
| 연구책임자 | 박기범 | 참여연구원 | 홍성민, 우새미

●●대

개도국 과학기술외교 전략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및 과학기술 개발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과학기술 ODA를 통해 개도국을 도움으로써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음
●●다자

과학기술외교 전략

–많은 다자기구 및 협력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위한 과학기술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함

정책대안
●●정책

과제

–과학기술의 하드파워적 성격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적 성격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파워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의
과학기술외교를 전개하여야 함
–스마트 과학기술외교를 위한 범부처 협력 체제를 정비하고, 민관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 스마트 과학기술외교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연구목적
●●대학

내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의 미시적 연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구개발정책과 인력양성정책 간 효율적 연계

방안을 모색함
–R&D 정책에서 인력양성이 의미하는 바와 HRD 정책에서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역할을 정리하고 이에 기반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인력양성 모델과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

주요내용
●●연구와

교육의 연계

–연구와 교육의 연계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견해가 지배
–그러나 구체적인 연계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특성화 논의와 관련하여 연구와 교육의
연계보다는 오히려 분화를 촉진하는 경향
–정부의 대학지원은 크게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HRD)로 구분되는데 정책 간 연계 노력은 미흡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교육 체제는 BK21사업을 계기로 대학 내부에서의 유기적 결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 대학에서는 여전히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이 별개로 수행되는 분절의 양상을 띠고 있음
–해외의 경우 정부의 R&D 지원 중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교육 활동을 위한 일반지원금이 정착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연구와 교육의 연계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존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정책 현황

–이공계 인력양성정책은 특정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정책으로 출발하여 지속되고 있음
–R&D 정책과 HRD 정책 간 연계 노력은 미흡하고 연구와 교육의 연계는 R&D 사업 수행을 통한 부차적 성과로서의 인력
양성 효과 정도이며 인력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개념은 없음
●●이공계

인력양성 환경의 변화

–2000년대 이후 이공계 박사의 급증과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정체
–우수대학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과 연구개발을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이라는 정책 방향은 대학원 배출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
–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역할이 다양화됨에 따라 대학 R&D 지원의 목적도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대학 연구
개발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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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현황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평가 및 예측 모형 개발
| 연구책임자 | 이우성 | 참여연구원 | 황석원, 이세준, 이재억, 김보현

정책대안
●●연구개발과

연구목적
인력양성의 정책적 연계

–정부의 대학 R&D를 창의적 성과 도출을 위한 목적지향성 R&D와 인력양성 및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R&D로 이원·
차별화할 필요
–대학 우수강의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강의 및 교육과 관련된 학술활동 지원 등 교육 목적의 R&D 지원 정책 필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평가를 위해 지식기반, R&D 투자에 기반한 거시경제예측 모형과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이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추정, 그리고 미래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가능하도록 함
●●2012년도

구축한 모형들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규모, 발전단계 등을

–연구와 교육의 이상적 결합을 도모할 수 있는 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대다수 대학을 위한 산학연구 지원 확대 필요

감안한 적정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R&D 기반의 거시경제예측 모형과 CGE 모형에서 제공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체계에서 인력양성정책과 연구개발정책의 연계 점검 및 성과평가 필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연구

수행 방법

–기존의 거시경제예측 모형과 CGE 모형에 대한 분석, R&D 투자의 GDP 국민계정 체계 편입 관련 연구, 과학기술정책
요소를 포함한 국가 경제구조의 세부 모듈 구성, 이를 바탕으로 한 거시경제예측 모형과 CGE 모형 구축 및 정책 시뮬
레이션 수행 및 거시경제계량 모형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투자 전망을 다룸
–부문별 행태식과 정의식을 검증하여 행태방정식을 결정, 정의방정식과 거시경제계량 모형을 최종확정하여 거시경제
계량 모형을 바탕으로 정부 R&D 투자의 증대와 R&D 조세지원제도를 통한 사용자 비용 감소가 가져오는 R&D 투자 효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 더불어 우리나라 R&D 투자의 2013년도 전망을 예상
–CGE 모형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R&D 투자를 포함한 사회회계행렬(SAM) 모형을 구축 및 운용하였으며, CGE 모형
구축 및 정책 시뮬레이션 수행에서는 R&D 투자 증대가 가져오는 거시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결론

및 기여

–R&D 투자와 R&D 조세지원제도의 파급효과 분석이 가장 중요한 파트로서 거시경제의 실물부문과 가격부문 모두에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물가안정 효과, R&D 투자를 통한 민간 R&D 투자 촉진과 민간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직접적인
수요진작 효과 등을 포함하여 기존에 과학기술정책연구에서 제시되어 왔던 R&D 투자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경로를
파악함
–기존과 달리 R&D 투자와 R&D 조세지원효과를 감안하여 과학기술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정부 R&D 지원효과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실시
–전체 GDP 체계에서 R&D 투자를 중간투입재에서 부가가치를 갖는 지식투자로 전환하는 새로운 GDP 통계체계 구축
에서의 새로운 관점제시와 R&D 투자가 가지는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과학기술정책에서 활용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관점에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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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 연구책임자 | 이민형 | 참여연구원 | 안두현, 정미애, 이혜진, 고영주, 변영지

–또한 R&D 투자가 가지는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27개 산업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추정하여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세분화 분석 가능
–기존의 CGE 모형에서 지식스톡 함수를 포함하는 기술발전모형을 내생화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지식의 외부성
효과를 포괄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정밀한 관점에서 측정

●●정권

교체시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주요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되어 새로운 정책개발 및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개혁의 성과는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제고 및 성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연구개발조직으로서의 탁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제시함

정책대안
●●정부의

연구목적

직접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조세지원을 통한 민간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촉진정책

–GDP, 설비투자 확대와 실업률 완화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회성의 투자나
지원보다 5~6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가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접적 지원보다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 더욱 효과적임

주요내용
●●혁신환경

변화와 정부연구기관의 변화 방향

–혁신환경 변화와 공공연구의 흐름,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정부연구기관 역할의 동태성
–국가혁신시스템 차이와 특징, 우리나라 혁신시스템의 특징으로서 “코리안 패러독스” 해결을 위한 정부연구기관 시스템

●●민간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와 변동요인을 반영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수립

–민간연구개발투자는 거시경제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함

변화 방향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스템 발전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변화, 예산과 인력변화, 주요 제도 중심으로 시스템 발전과정을 분석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문제점 분석 및 진단 결과를 제시함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시스템 변화 설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수요 및 새로운 시스템이 지향하는 핵심가치, 시스템 변화목표 및 전략, 그리고 주요 부문별
시스템 설계방안이 제시됨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확대와 핵심가치, 정부출연연구기관 변화의 핵심목표와 전략,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과 기능
재정립, 전문성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유연 개방형 조직구조의 설계, 중점 분야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전문성 중심의
인력 및 조직운영시스템 설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직 문화 개선 등

정책대안
●●21세기 지식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기술가치 제고를 위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발전 경로를 타파하고 새로운 경로 개발이 필요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역할은 정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국가혁신시스템의 지식가치창출을

제고하는 것임. 이를 위한 핵심가치는 relevance와 excellence임. 이를 위한 핵심기능은 국가지식창출 중심 거점으로
서의 기능 강화이며 특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조정주체로서의 기능을 확보해야 함. 이를 통해 정부연구개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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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중심의 대학연구시스템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 민철구 | 참여연구원 | 박기범, 김선우, 조현대, 안종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의사결정체제는 통합연구회 체제 구축을 통해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확대해야 함
●●지식창출과

흐름 전주기에서의 역할과 이를 구체화한 사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며 임무지향의 사업과 자유기획

연구사업의 균형있는 추진이 필요함
●●전문성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연구소를 활성화하고 타 연구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연구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구체적 정책

대안 도출을 목표로 현 대학부설연구소들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대학연구소 정부지원 분석, 그리고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한 대학연구소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연구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하는 정책대안 제시

중심의 인력운영 및 조직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3~4개 사업중심의 조직체계, 핵심리더의 양성, 정성적

평가시스템 및 책임평가체제 등을 도입해야 함

주요내용
●●대학연구소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발전방향 제시

–대학연구소를 설립 목적에 따라 공동연구형, 인력양성형, 산학협력형, 장비활용형, 네트워크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체계적인 대학연구소 육성과 유형별 차별지원을 위한 대안 제시
●●대학

내 연구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의 현황 분석 및 연구소 유형별 정책과제 제시

연구소유형
공동연구형

인력양성형

지향점
•수월성 중심 대학 내 연구거점 형성

•세계적 수준의 선도 연구소 육성

•다학제적 연구 구심점

•전담연구인력 육성·지원정책

•소수 집중 지원

•소수대상 지원기간 및 규모확대

•대학 내 산학협력 거점
•현장형 지식 교육으로 취업과 연계

산학협력형

정책과제

•산업 현장에 필요한 R&D 공동 수행

•연구기반 산학협력 확대
•비수도권 대학 지원확대
•시설장비의 직접비 구매 관행에서 탈피하여 대학 내 집적
하도록 사업구조 개선

장비활용형

•대학 내 장비의 공동활용 거점

•수요조사–구매–운영–유지보수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
체계 마련
•장비전문인력 육성 지원
•연구소 운영비 지원

네트워크형

●●대학연구소

•연구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씨앗형
•학과 내 소규모 집단 지원

•풀뿌리 지원확대

활성화 촉진을 위한 방안 제시

–대학과 공공연구소 간 협력시스템 구축과 대학 특성화 발전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육성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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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현황

융합산업 공급가치사슬 구조 변화 및 대응전략
| 연구책임자 | 이광호 | 참여연구원 | 김석현, 박수경, 강보라, 송혜리

●●대학연구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대학 특성화와 대학연구소 활성화가 상호 의존적 필수조건이 되도록 유도하는 대안 제시
–학내외 여러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연구기관 간의 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정책대안
●●전임연구원의

연구목적
●●기술·산업

융합이 산업 내 공급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미치는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융합산업이 기존 산업에서

진화함에 따른 시장 내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산업정책과는 차별화된
정부 역할을 제기함

주요내용
안정적 확보와 위상 강화, 연구소 예산 배정 의무화, 행정 서비스 및 운영지원 개선, 설립목적별 대학

연구소 유형화, WCRC 육성 준비, 다학제적 대학연구소 확대, 대학연구소 자율성 보장, 연구중심대학의 연구소활동
비중 확대, 대학 특성화 촉진 대학연구소 연계구분 도출, 학내 순환근무 권장, 학연 인력교환 확대, 다양한 학연
공동체 형성 지원 제시

●●스마트

폰 산업의 공급가치사슬 구조 변화의 특징 및 영향

–이동통신사업자가 갖고 있던 주도권이 콘텐츠 제공자로 전환되고, 가치의 중심이 플랫폼사업자로 이동됨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OS 플랫폼의 격돌, 이동통신사의 수익변화, 하위 부품소재기업의 매출 및 수익성 변화가
발생함
●●U-healthcare

산업은 기존 의료산업에 IT가 융합함으로써 공급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더불어 비즈니스 모델 변화도

발생함
–기존 의료산업은 환자와 의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거래하는 것이 근본적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면, U- healthcare 산업
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인 의사와 더불어 IT 공급자로 다원화되며, 서비스 수요자도 비환자와 의사 등으로 다원화됨
●●사회-기술

시스템적 관점에서 현재 U-healthcare 산업을 해석하면, 기존 의료산업에서 U-healthcare 산업으로

진화함에 있어 여러 마찰요인을 가지고 있음
–원격의료 관련 규제, 의료·건강 정보 활용의 제약, 관련 제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의료보험체계상의 제한 등 제도적
마찰이 있음
–관련 부처, 의료계, 산업계,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등 체제(regime)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주체 간 마찰이 있음
●●다층구조관점(MLP)에서

현재 U-healthcare 산업을 조망하면,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의 정합성 제고와

참여 주체 간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
–사회-기술 지형 변화는 큰 흐름에서 부합하나, 사회-기술 체제 측면에서 참여 주체 간 갈등 구조 때문에 전환이 답보
상태에 있으며, 기술적 니치의 확산 및 흡수는 기존 체제의 관성과의 마찰 때문에 진전이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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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이공계 대학원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개선 방안
| 연구책임자 | 엄미정 | 참여연구원 | 박기범, 김형주, 이윤지, 박동오

정책대안

연구목적

●●융합산업으로서의

U-healthcare 산업 육성을 위한 거시적 정책 방향

●●이공계

대학원의 교육과 졸업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교육이 획일적으로

–거시적 정책 방향은 독립적 신산업으로서의 육성보다는 의료산업의 개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뤄지거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해소하기

–제도-주체 간 상호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시범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참여 의료진에게 인센티브 부여가

위한 이공계 대학원의 운영 및 재정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필요함
–기존 의료산업에서 각 주체들이 cost로 여기는 부분을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필요하며,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연계에 의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U-healthcare

산업 육성을 위한 미시적 정책대안

–의료정보체계 표준화를 먼저 시작하고, 민간부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정보 호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원격의료 면허 신설, 개인정보 온라인 전송 허용,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도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한 U-healthcare
산업의 기반 구축이 요구됨
–한국형 Innovation Pathway와 같은 혁신적 실증사업 실시를 통한 산업혁신역량 제고와 Top-down 기획비중 제고에 의한
수요지향적 중장기 R&D 강화가 필요함

주요내용
●●대학원생에

대한 기업 수요 분석

–30인 이상 연구원을 보유한 연구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대학원생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기초/응용활동 등 높은 연구역량이 요구되는 연구소유형보다는 개발/공정유형으로 갈수록 학부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
석·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작은 규모 연구소일수록 석·박사 채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기대가, 규모가 큰 연구소의 경우 특정
분야 경쟁력 확충이 가장 중요
●●이공계

대학원 운영 현황 분석

–대학 알리미데이터를 이용하여 이공계 대학원 현황을 분석
–221개 4년제 대학 중 176개 대학이 대학원 보유, 135개 대학이 이공계 대학원 보유. 석·박사를 모두 배출하는 대학원은
106개
●●대학원

지원정책 분석

–2010년 기준 289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고등교육 지원액 3조 8천억 원 중 대학원 직·간접 지원액은 2.1조 원
정도로 추정(직접지원은 0.5조 원 규모, 간접지원이 1.6조 원)
–정부지원은 대부분 학부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대학원 정책은 없었음. 지원 목적도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집중되어
있었음
●●이공계

대학원 교육 현황 분석

–이공계 대학원 연구실 내에서 과제의 수행과 연구실의 구성·운영이 학생들의 연구·교육 및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
–연구실의 규모가 커질수록 교수보다는 선배들의 역할이 컸고, 과제 수행에서 학생들은 주로 실제 데이터 수집이나 연구
수행을 전담
–취업비율이 높은 연구실일수록, 상대적으로 기업과제 수행 비중이 높았고, 과제 수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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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분야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현황 및
유치 방안
| 연구책임자 | 엄미정 | 참여연구원 | 이윤지, 박동오, 김도훈

정책대안
●●대학원

연구목적

교육의 질관리 체계 구축

●●이공계

분야 우수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먼저 이공계 외국인 석·박사 학생의 증가

–이공계 대학원 교육체계 핵심 요소 분석·지표화 및 정보공시제도를 통한 공개

현황과 이들에 대한 대학 현장에서의 수용 현황 및 연구실 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을 보다

–이공계 석사과정에 대한 공학인증체제 구축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개편사항 및 재정적 지원 사업을 제안

●●대학원

지원 프로그램의 정비 및 다양화

–대학원 내에서 이뤄지는 교육, 과제 수행 등에 대한 미시적인 영향을 고려한 재정지원 설계가 요구
–학문후속세대 지원, 현장형 인력수요 지원, 보편적인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등 고등교육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각
영역별 재정지원 조사분석 실시

주요내용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이공계 석·박사 유치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주요국의 경우 학비, 기숙사, 체재비 등을 지원하며 미국과 호주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공립학교 입학, 동반 비자 발급
등의 혜택을 제공.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일정 기간의 체류를 허용

●●학생들의

진로에 기반한 대학원 특성화 전략 유도

–대학 및 대학원 지원 프로그램을 기관 역량, 발전 비전과 연계하여 설계
–대학원의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한 단독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유치현황 및 문제점

–이공계 유학생 현황도 해마다 증가 추세로 국적별로는 가까운 아시아 국가 비중이 높은 편이며, 과정별로는 외국인
유학생 중 학부생들은 감소, 석·박사생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생과 석사보다는 박사생의
비율이 높음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보다는 영어 능력이 강조됨. 교수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관리·유치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으며, 유치의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애로사항과 연결되어 있음
–국내 대학들 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에서 특히 재정적 지원 규모는 중요한 변수로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느끼는 바는 기숙사, 생활비임
●●국내

이공계 석·박사 유치 지원 프로그램 현황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유치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의 경우 2012년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을 시행함
–정부 차원에서의 이공계 석·박사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은 제한적임
–각 대학 차원에서 이공계 석·박사 유치를 위한 교수지원 및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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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홍성범 | 참여연구원 | 김기국, 윤문섭, 김석관, 유 철

연구목적

정책대안
●●전체

유학생 확대 지원

–유학생 동창회 조직의 정비 지원: 대학단위, 혹은 국가단위의 동창회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
–유학생 세부전공별 현황 조사 및 졸업생 조사: 기업의 인력수급과의 연계 및 전략적 차원의 유치, 연구실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위해서는 세부전공별 현황파악이 요구
–보안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정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참여 자격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
●●석·박사

●●중국은

R&D 투자에서 G2로 부상하였고, 바텔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R&D 투자액은 1,537억 달러로 일본(1,441억

달러)을 추월하였음. 특히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본

연구는 아직 중국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 중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체와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 집중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둠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유학생 follow-up 지원 사업(안): 본국에 돌아간 유학생 중에서 학계 및 공무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국내 교수들과의
교류 지원
–이공계 석·박사 친화형 GKS 프로그램 운영 방안: 복잡한 유치 및 관리 절차를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특성에 부합
하도록 수정하고, GKS의 일정비중을 이공계 석·박사에 할애
–국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석·박사 유치 확대 프로그램: 기업과 공동으로 학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주요내용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의 “12.5(2011~2015)” 규획

–2012년 8월 6일, 국가에너지국이 제정
–2015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연간 이용률을 4.78억 톤 석탄 규모에 도달,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을 9.5% 이상 도달
–2015년 수력발전 설비 용량을 2.9억kw, 계통연계형 풍력발전 누계 1억kw, 태양에너지 발전 2,100만kw, 태양열에너지
이용 누계 집열 면적을 4억㎥，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률을 5,000만 톤 석탄 규모에 도달
●●중국

태양광에너지 현황 분석

–<태양광 산업 “12차 5개년” 발전 규획>에 의한 중점 발전 영역은 저에너지 소모, 저원가의 폴리실리콘 생산기술, 고효율
저원가 대형 잉곳 기술, 쿼시-싱글(quasi-single) 크리스털(crystal) 잉곳 기술, 고배율 집광 화합물 태양전지 산업화 생산
기술, BIPV 부품 생산 기술 등임
●●중국

풍력에너지 현황 분석

–중점과제는 대형 풍력발전 지대의 건설 추진, 내륙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풍력발전 개발 가속화, 분산식 송전시스템의 건설
및 개발 장려, 해상풍력발전 적극 추진 등임
●●중국

바이오매스에너지 현황 분석

–중점과제는 바이오가스의 고효율 이용, 선진 바이오액체연료, 미세조류 육종과 바이오 정제, 바이오매스 고효율 연소
발전과 신형 기화 발전 기술 등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0년까지 비화석연료 의존도를 15%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지난

2005년 대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아직은 비용 효과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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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Ⅲ)
| 연구책임자 | 박찬수 | 참여연구원 | 손수정, 임채윤, 김선우, 오동현, 심현금

정책대안
●●중국은

이머징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세계시장을 단숨에 장악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재생에너지 분야로 이미 집중 지원과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상황임

연구목적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그 경쟁력을 평가하고 글로벌 정책동향을 광범위하게 조사

하여 증거기반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확립

–태양광의 경우 실리콘 분야는 독보적이나 제2세대 태양전지인 CDTE나 CIGS 분야에 대한 투자는 약함. 오히려 비정질
실리콘으로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CIGS는 디스플레이가 강한 한국에게는 유리한 분야임.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강화해, 한 단계 앞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최근 일본 태양광 시장이 활기를 찾음에 따라 고품질을 앞세워 공략할 필요가 있음
●●풍력의

경우, 육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으로의 투자와 연구개발 초점을 전환시켜야 함

–이 분야는 중국 포함 아직 전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음. 특히 해양플랜트에서 강점을 보이고
한국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주요내용
●●종래

가용했던 분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표 분석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주요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하고 국가별 정책동향을 파악(전체 5개년 계획 중 3차년도에 해당)
–슘페터의 혁신 이론 등 혁신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이론을 고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특정한 소재, 부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은 중요
–혁신 투입 및 산출 관점에서 한국과 주요국 기술혁신 역량 지수 비교
–주요국(한, 중, 일, 독, 미) 중소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활용, 생산성 분해분석 수행
•중국 중소기업의 기술진보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한국은 2위 수준
•중소기업군 내 생산성의 양극화 또한 중국과 한국이 뚜렷(효율성)
•화학, 기계, 전기전자, 운송기기 등 주요 산업별로 일부 다른 결과 도출

총요소생산성 분해분석 결과(요약)
총요소생산성

국가

기술진보율

효율성

규모효과

배분효율성

한국

◉

◉

X

△

△

중국

◉

◉

X

○

○

일본

○

○

△

△

△

독일

○

△

△

X

○

미국

△

△

○

△

X

◉ 매우 강함 ○ 강함 △ 중간 X 약함(불확실함)

–미국, 일본, 독일, 대만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동향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서 금융, 세제, 기술혁신, 창업
및 벤처, 지역 중소기업 육성, 공정거래·시장 정비, 국제화 지원, 고용 및 노동 대책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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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
: 평가 이슈와 평가 대응
| 연구책임자 | 황용수 | 참여연구원 | 손수정, 조가원, 양창훈, 성웅현, 김민정, 전명종, 김성진

정책대안
●●신산업

형성의 직전단계에 산업부문혁신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인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네트워크 참여자의

이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한국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도구가 필요

–최선도 기업과 평균 기업 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
–기술진보가 느린 기업의 기술혁신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의 개발 요청

연구목적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를 주안점으로 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사업을 종합하면서,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

정책 평가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될 개념과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 정책평가제도 운영, 증거기반 평가의 기반,
평가 관심에 따른 평가방법의 적용 등에 대한 핵심 사항을 핸드북 형태로 발간

주요내용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평가구조 고찰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과 평가 초점 등 일반적인 정책평가에 대한 핵심적 이해 제공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그리고 과학기술혁신이론의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포지션 정립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 설계의 접근방법 소개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에 있어서 벤치마킹할만한 제도 운영 사례를 평가의 구조와 접근방법, 평가를 위한 증거기반

구축과 증거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
–EU의 유럽위원회의 평가
–미국 상무부의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 평가
–미국 에너지부의 기술전개프로그램 평가
–OECD의 중소기업/기업가정신정책 평가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에 있어서 증거의 활용 문제 논의

–증거기반 정책결정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의 의미와 증거기반 구축의 문제의식 규명
–과학기술혁신활동 측정을 위한 지표의 개발과 활용을 분석하고,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에 있어서 지표 활용의 문제 논의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방법의 개괄적 고찰
–과학기술혁신 인텔리전스를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에 접목시키는 방안 검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평가 관심에 따른 증거기반 평가의 사례 분석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평가 관심 도출과 사례 분석 구조 설정
–R&D 정책이 기업혁신에 미치는 효과 평가(회귀분석 관점, 부가성 관점)
–R&D 정책이 협력 및 네트워크에 미치는 효과 평가
–R&D 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기술혁신정책의 지식 및 기술혁신 확산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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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관련 지원제도(조세, 금융, 구매 등)의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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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발전 방안
| 연구책임자 | 성지은 | 참여연구원 | 송위진, 정병걸, 김민수, 박미영, 정연진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제시

●●현재

정책대안
●●정책평가
●●EU와

●●평가

우리나라는 기존 기술공급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하 혁신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3세대 혁신정책인

통합적 혁신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 특히 그 기술이 개발·활용되는 시장과 제도를 함께 창출해야 하는 脫추격(Post
이론과 과학기술혁신 이론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평가의 포지션 정립과 평가 설계 반영

미국의 관련 평가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경험과 지식기반을 중요하게 참고

●●OECD

연구목적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과학화와 관련 지표 개발 및 증거 확장 노력을 모니터링하여 반영

관심에 따라 실제 증거기반 평가를 실시한 모범사례를 사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연관된 평가 실행에 시행

착오를 줄이고 평가의 질을 높이는 방안 강구

Catch-up) 혁신 상황에 있음
●●본

연구는 탈추격 혁신과 통합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혁신 거버넌스와 관련된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별로

현행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후 새로운 개편 방안을 제시

주요내용
●●혁신정책
●●실효성

있는 장기비전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

●●국과위를
●●부처

패러다임과 혁신 거버넌스 전환에 관한 이론적 흐름 고찰

통한 정책조정 및 통합 메커니즘 설계

간 연계·협력을 위한 범부처 R&D 사업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행정체제
●●공공연구기관
●●지역혁신

검토와 새로운 개편 방안

거버넌스 점검과 새로운 미션 재정립

거버넌스 재검토와 새로운 방향 정립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정책학습과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정책 인텔리전스 구축

정책대안
●●박근혜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기여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및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미션과 역할 재정립에 관한 정책 방향 자문, 안건 작성 지원
●●2012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발표(2012.06)

●●<지역혁신

거버넌스 재검토와 새로운 방향 정립> 관련 Issues & Policy 작성

●●<정책학습과

정책 인텔리전스 구축> 관련 Issues & Policy 작성

●●<공공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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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점검과 새로운 미션 재정립> 관련 과학기술정책 원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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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인프라 경쟁력 제고 방안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연구개발활동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 손수정 | 참여연구원 | 임채윤, 장병열, 양승우, 양은순

| 연구책임자 | 윤문섭 | 참여연구원 | 박동배

연구목적

연구목적

●●(1)

지식재산인프라 개념 및 유형, 특성 등에 대한 정리, (2) 국가지식재산인프라 관련 사업 설계시 기본틀 제시,

(3) 혁신 활동과 관련된 인프라의 수준 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 제시

●●현

정부는 지역혁신체제를 광역경제권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별 비교 우위에 따른 특성화, 차별화를 통한 지자체

중심의 기술혁신정책을 지향·표방하고 있음
●●최근

주요내용
●●개념

지식재산인프라의 구조

주요내용

–혁신인프라의 역할과 연혁
IP
Platform

–혁신인프라(S&T, R&D, IP) 개념 및 범위, 특성 등 정립

●●지역

1차 진단

–기 구축된 글로벌 정량데이터 조사 분석: S&T, R&D, IP 인프라에
–지식재산인프라 구조 설계
–특정 산업군 선정 조사분석: BT 분야 지식재산인프라 조사분석

IP
Platform

R&D의 개념,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지자체

IP Pipeline

대한 글로벌 경쟁력 수준 진단

●●국내

10년간의 지역발전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표방해 온 지자체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추진,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지방 분권 확대의 수준과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정립

●●글로벌

IP
Players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R&D 재원 확대 방안 수립

●●지방정부

IP
Platform

지식재산인프라 구축 현황 진단

–국내 법제 관점과 정부정책 관점의 접근

R&D 기획 조직의 신설 및 기획기능 강화 지원

●●지역

간,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정책대안
도입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수의 5%에서 10%, 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를 도모하고 지방정부의 과세자 주권을 확대

정책대안
법제의 나아갈 방향: 국내 관점

–국내 관점의 지식재산 생태계 및 시장 형성 중심의 법제, 지식재산 법제의 과학기술 법제 및 문화예술 법제와의 연계,
지식재산 창출자의 보호 강화
●●지식재산

주도의 특성화·분권화를 위한 지역 R&D 사업구조 개편 방안 수립

●●지역

●●2010년

●●지식재산

기관 현황

법제의 나아갈 방향: 국제 관점

–국민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 구축, 지식재산 규범의 국제화, 지재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기술유출 방지 법제의
정비,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강화 법제화

●●현

광역·지역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개발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 내에 지방연구개발

활동지원사업을 신설
●●기초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 방지를 위한 지역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지역 차원의 control tower 기능의 정립 및 성과협약제, 자체 평가 강화, 중앙 정부의 상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도 강화
●●control

tower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지역 R&D 전담기관에 의한 기획·관리·평가, 성과의 연계·확산,

유사·중복 조정 등에 필요한 정보 분석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R&D 전담기관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지역 TP
●●거시적

관점의 지식재산인프라 정책 추진

–지식재산인프라 정책을 산업, 경제 등과 연계하여 고려하는 큰 틀 설계
–지식재산인프라 관련 부처별 정책들의 유기적 연계와 효율화 추진
●●지식재산인프라:

58

질적 수준 제고

–지식재산 창출 플랫폼 내실화 및 지식재산 연구자 인프라의 내실화

정책기획단과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지역별 발전연구원의 산업정책 분야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지역 R&D 전담기관
으로 지정(가칭 지역산업진흥원)
●●지역

R&D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및 지역 내 R&D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지역

R&D 투자 정보의 창출을 위해 지역 내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역 R&D 정책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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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창조산업의 기술 및 수요기반 미래전망
: 엔터테인먼트 산업(방송 · 드라마, 영화, 음악)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송치웅 | 참여연구원 | 김왕동, 박미영, 김은희, 최효민

연구목적

정책대안

●●창조산업은

21세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의 창조산업 육성 방안이 추진되어 왔음
●●이에

향후 창조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술과 수요 측면의 미래전망 및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

●●창조산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R&D 개념의 재인식 필요

–제조업과는 달리 창조산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아이디어 기획 자체가 R&D 활동
–따라서 인프라 및 명시적 프로젝트보다는 ‘인력 및 인재’ 그리고 ‘암묵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R&D 정책 필요
–방송·드라마 부문의 외주제작사, 중소 제작자 및 개인 창작자에 대한 지원 필요
–영화 부문의 경우 파주-고양-상암의 영화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간접지원 추진과 미국의 스튜디오 시스템 도입이 필요

주요내용

–에이전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제작자, 기획사, 연기자 및 음악가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창조산업

–창조산업은 개인의 창의성과 기술 그리고 재능을 기반으로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고 이를 소득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하는 산업
–창조산업의 정의와 범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구성
●●엔터테인먼트

산업

–대표적인 창조산업 분야로서 방송, 영화, 음악, 게임, 공연 및 전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경제적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고 정보통신(ICT)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 수요 변화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방송·드라마,

영화 및 음악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

–정보통신(ICT) 기술의 발달로 기획, 제작, 유통 및 소비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방송·드라마의 경우 외주제작의 확대와 종합편성채널의 증가로 분권화가 진행
•음악 및 영화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고 수직계열화가 진행
–소비자의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미래기술전망

–ICT 기반의 방송통신 융합기술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융합미디어 전송 및 연동기술, 표현기술 및 콘텐츠 기술 등이 중요해질 전망
●●수요변화

전망

–ICT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platform)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영향력이 증대할 전망
–드라마, 영화 및 음악의 시장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60

61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2 STEPI Annual Report

2012 연구사업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학생연구원 지원제도 개선 방안
| 연구책임자 | 홍성민 | 참여연구원 | 조가원, 김형주, 유민화, 정미나

연구목적
●●학생연구원

정책대안
등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제도의 1차적인 목적은 지원대학의 연구역량 향상 등 인적자원 축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제도는 학업몰입에도 부족한 수준의 단순한 인건비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본

연구는 학생연구원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연구원의 역량개발 및 경력개발 경로 구축의 관점

에서 학생연구원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에 목적을 둠

●●중장기적으로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수단별 효과검증제도(가칭)’ 도입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 연구원으로서의 신분과 임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및 참여

시간 기준 등을 구축
●●학생연구원이

주요내용
●●학생연구원

R&D 과제 및 지원정책 기획 시스템에서부터 개편하여, 사업 기획 시에 최적의 목표달성 수단에 대한

가지고 있는 등록금 및 생활비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참여가 아니라 별도의 장학금 제도를 통해 지원

해주는 제도 마련이 필요
정의와 관련 이슈

–본 연구의 학생연구원은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원생(graduate students), 박사 후 연구원(post-doctoral students)을
포함
–주요 이슈로는 교육과 연구의 연계문제, 대학원의 교육훈련 방향, 학생연구원 업무범위와 강도, 진로와 경력 문제, 산학
협력 문제, 연구과제 참여와 지원 수준 등 다양한 내용 포괄

●●단기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하한제도 확충

●●학생연구원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행정이나 기능인력 확충

●●학생연구원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과제참여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립하고 관련되는

행정통계의 재정비 필요

–본 연구는 학생연구원의 연구과제 참여 현황과 관련 문제에 초점
●●주요

연구 결과

–우리나라 학생연구원들의 과제 참여 수는 평균 2.2개로 무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님
–과제참여는 주로 논문이나 자신의 역량개발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고, 연구경험이나 논문 작성을 위해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
–학생연구원이 연구과제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실험진행이나 자료수집 및 분석에 집중되고 있어, 역할에 만족하는 학생
비율이 58% 정도에 머묾
–학생연구원이 연구과제 참여에 투입하는 시간은 주당 30시간 이상인 경우가 43%를 넘어 해외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로 인해 여가시간을 갖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
–장학금 수혜부족으로 학비 충당을 위한 연구과제 참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인건비 수준 이외에 주요한 불만 요소는 연구과제 참여 시, 잡일이 많다는 점이 두드러짐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학생연구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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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활동

한국 국방혁신체제 특성분석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 연구책임자 | 이재억 | 참여연구원 | 홍성범

| 연구책임자 | 이정협 | 참여연구원 | 동그라미, 양화인, 선주윤, Sira Maliphol

연구목적

연구목적

●●한국의

국방혁신체제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국내 무기체계 개발에

효율적인 혁신체제의 모습을 분석 제시함

●●본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연구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ODA의 실행 과정에서 수원국의 다양한

요청과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과 혁신은 ODA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
의식을 갖고,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주요내용
●●국방혁신체제의

주요내용

기본모형

–국방혁신체제는 소위 ‘Visible Hand’로서 국방의 수요와 공급을 조화롭게 관리할 수 있는 혁신체제의 확립이 필요
●●한국

국방혁신체제의 특성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 협력 활동을 체계화, 조직화, 제도화

–과학기술혁신 분야 ODA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 제시

–한국 국방혁신체제의 특징은 모방개발체제, 제한적인 민군협력, 주문제작방식, 미흡한 위험분산구조, Hardware적 정보
교류 등의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한국

●●STEPI의

–전략수립 및 방법론 정립, KSP 모듈화 작업, 협력사업의 추진 및 협력수요 대응을 위한 조사분석 및 기반구축
●●한국형

국방혁신체제 개선 방안

과학기술혁신 ODA 모델 정립

–양자/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한국형 STI ODA 역량 강화 모델 제시

–신속개발체제 도입 필요

–기술개발 ‘2원 체제’ 구축 필요

–개방형 ‘우승경쟁’ 방식 도입 필요

–합리적 보상체제 도입 필요

–Software적 정보유통체제 구축 필요

●●아프리카

소외질병 분야의 보건혁신 ODA 방향 정립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보건혁신 ODA의 방향 및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1: 국내 제약회사(신풍제약)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적 재현을 통한 아프리카 제약생산라인 투자와 운영

정책대안

–프로그램 2: 한-아프리카 신약 개발 및 생산 파이프라인 구축,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설계

●●신속개발체제

도입

–민간의 기술개발이 신속하게 체계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체제 구축
●●기술개발

‘2원 체제’ 구축

–체계개발과 기술개발이 2원화되어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체제 구축
–이를 통해 기술개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국내 기술개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모색되어야 함
●●개방형

‘우승경쟁’ 방식 도입

–기존의 자격심사제도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개발역량을 발굴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 필요
●●합리적

보상체제 도입 필요

–민간의 국방개발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방식 채택 필요
●●Software적

정보유통체제 구축 필요

–기술혁신에 필요한 국방수요를 합리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전담기구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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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민간투자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가능

정책대안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형 STI ODA 모델의 확산

–교과부의 「국가혁신체제 진단 및 STI 전략개발(2012~2014)」,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분야 전략로드맵」, 「ASEAN STI
Dialogue 협력사업(연구재단 다년과제: 2012~2015)」 사업 수립에 기여
–2011년 다자기구인 아시아태평양기술이전센터(UNESCAP-APCTT)와 협력하여 추진한 대개도국 컨설팅 사업은 2012년
UNDP 사업(교육과학기술부 기금)의 지원을 받아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국가혁신체제 진단 및 STI 전략개발(2012~2014)」
사업으로 확대 독립하여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의 한-아세안 과학기술공동위원회(2011년 결정) 지원을 위해 한-아세안 FTA 기금을 활용하여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분야 전략로드맵 수립 작업을 착수
●●아시아

지역 개도국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네팔 대상 현지조사(2012.04.07.) 및 국가워크숍 개최(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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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한국 혁신체제의 동태분석과 발전전략
| 연구책임자 | 신태영 | 참여연구원 | 홍성주, 강주연, 홍 훈, 박명수, 송성수

–필리핀에서 APCTT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컨설팅 워크숍 개최(2012.11.28.)
–2013년 라오스(3월), 인도네시아(4월), 필리핀(5월)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예정
●●아프리카

소외질병 ODA 사업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성 및 접근 모델 제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ODA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 워크숍 개최(2012.09.12.)
–주한 에티오피아,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 업무협의(2012.11.14.)

연구목적
●●본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을 혁신이론 측면에서 재고찰하고자 함.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

에서만 바라보았던 한국의 발전과정을 지식시스템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조망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혁신이론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섭렵하고 기술과 경제발전에 관련하여 이론적 접근에 대해 경제학설사적
측면에서 논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원 및 설명(2012.11.15.)

–지난 50여 년간의 경제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경제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

–“과학기술혁신을 활용한 ODA 사업추진 방안: 소외질병 퇴치 사업을 중심으로” 안건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외교

–또한 한국의 혁신 시스템이 형성되고 성장한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표산업들의 기술혁신능력의 발전과정을

통상부, 총리실 방문 및 설명(2012.11.16.)

살펴보며 특징적인 점을 알아보고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에 관한 논의를 포함함

–한국수출입은행, 국제보건의료재단 방문 및 설명(2012.11.18.)

주요내용
●●정부와

경제개발

–개발이전의 상황
–정부주도 경제개발(1962~1997년):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전략에 의해 빠른 산업화를 이룩함. 그러나 정부의 시장지배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음
–1997년 말 외환위기와 그 후: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최근의 정책: 노무현정부의 “과학기술중심사회”는 사회중심 어젠다로 만드는 데 실패,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은 내용면
에서 녹색뉴딜(4대강 사업)을 추구하여 지식기반경제에 맞지 않음
●●혁신체제의

발전과정

–형성기(1960~70년대): 혁신주체로서 정부, 기업, 출연연구소가 순차적으로 등장
–성장기(1980~90년대): 정부출연(연) 시스템의 확장과 민간부문의 R&D 역량 확대, 그리고 대학의 R&D 능력 발전으로
혁신주체로서 등장
–성숙기(2000년대 이후): 선진화된 혁신시스템으로 발전 기업중심의 혁신체제를 구축
●●산업정책

–1980년까지 산업개발, 산업단지 건설,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심
–1990년부터 산업기술정책 추진
–2000년 이후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integration

66

67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2 STEPI Annual Report

2012 연구사업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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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현황

혁신기반 의료산업 발전 방안
: 중개연구와 서비스혁신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김석관 | 참여연구원 | 안두현, 김형주, 신광수

●●과학기술정책

–196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 혁신주체의 혁신능력 배양에 투자
–2000년 이후 선진화된 지식시스템 구축
●●정부의

전략: 선택과 집중

–1960년대 초부터 대기업(national champion) 중심 육성

연구목적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배경으로 의료산업의 혁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료산업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활동의 개념, 유형,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관련 정책적 논의가 어려운 상황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산업의 혁신 활동을 정의하고 유형화한 뒤 각 유형의 기본적인 내용을 개관함으로써 이후의

연구를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임

–정부출연(연) 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능력 구축(초기에 기존 대학 배제)
–과학기술인력양성: KAIST
–정보통신산업 육성 ← 정보통신부(산업부 배제)
–경쟁: 국내적으로 대기업간 contest, 국외적으로 해외기업과 시장경쟁
●●혁신체제의

발전원리

–경쟁과 학습

주요내용
●●의료산업의

혁신 활동 개관

–의료산업의 혁신 활동은 “최적의 치료법을 개발하고 선별해서 의료 수요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 비기술적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음
–신 치료법의 개발과 보급 과정에서 병원이 담당하는 연구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로 통칭되는 추세이며, 의료
정보화, 조직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제도 혁신 등은 서비스혁신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음

정책대안
●●혁신체제의

–의료산업의 혁신 활동은 기초연구, T1 중개연구, T2 중개연구, 서비스혁신으로 분류될 수 있고, 각각은 다시 몇 가지

발전방향

활동으로 세분됨

–혁신체제는 산업생태계와 지식시스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경쟁과 공정거래 질서

의료산업의 혁신 활동 분류

확립이 필요
–지식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 투자와 지식시스템과 산업의 교호작용 강화로 중소벤처 활성화를 위한 토양 마련이

T1 중개연구
단계

기초연구

필요

제품후보발굴
/전임상연구

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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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기초지식

내용

•타깃연구
•기전연구

preclinical
efficacy

T2 중개연구

임상시험

최적치료법 선택

의료 행위
적용

translation
to humans

translation
to patients

translation
to practice

clinical efficacy

clinical
effectiveness

diffusion to
practice

•실행연구
•제품후보 연구 •인간에서 효능 •비교효과연구
•배포연구
•동물에서 효능 /부작용 평가 •체계적 문헌연구
•확산연구
/독성 평가
•임상연구
•진료지침개발
•성과연구

서비스혁신
기술기반
서비스혁신

비기술기반
서비스혁신

서비스 경쟁력 강화

•병원
정보화

•조직혁신
•사업모델 혁신
•제도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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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KSP 모듈화 과제
: STEPI Guide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사례 연구
| 연구책임자 | 홍성주 | 참여연구원 | 장용석, 전찬미, 박민아, 김태호, 문만용, 이태희, 원주영

●●의료산업의

혁신 활동 유형별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주요 이슈를 제기

–기초연구 및 T1 중개연구: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연구목적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대외협력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정책 경험에

–T2 중개연구: 최적 치료법의 선별과 보급

기반한 정책 컨설팅 협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경험을 전수할 지식

–서비스혁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효율화

저장소로서 STEPI Guide를 개발할 기획연구 및 그 주요 내용이 될 사례 연구를 수행함

정책대안
–지원의 우선순위와 지원 규모 설정: 기초연구, T1 중개연구, T2 중개연구, 서비스혁신에 대해 우리의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도출 및 지원 규모의 설정이 필요
–병원의 연구 시스템 구축: 의사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선, 의사의 연구 시간 확보를
위한 연구비 지원 체계 개선
–병원의 기초연구 및 T1 중개연구 강화: 기초연구자와 임상 의사의 협업 시스템 구축, 병원과 외부 조직과의 협력 시스템

주요내용
●●과학기술정책

경험전수 지식 축적을 위한 기획연구

–STEPI Guide의 미션 설계: 발전경험 전수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영역에서 발전경험 지식 축적 사업이
진행되는 바, STEPI Guide는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경험을 전수 가능한 차원의 지식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을 미션으로 함
–주요 국제기구의 지식사업 조사 및 STEPI Guide의 전략적 위치 설정: 세계은행, OECD, ADB, KDI의 지식사업 조사를
통해 STEPI Guide가 지니는 지식의 성격과 지위를 진단

구축
–병원의 T2 중개연구 강화: 국가 주도의 T2 중개연구 체계 구축, 최적 치료법의 보급을 위한 진료기반 연구 네트워크 구축
–병원의 서비스혁신 촉진: 병원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혁신 촉진, 사업 모델 혁신을 위한 규제 정비, 통합의료 서비스를
위한 의료체계 개선

●● 과학기술정책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도출

–한국의 기술정책 수립경험 사례: 한국이 공업화 전략을 택했을 당시 기술진흥 5개년계획이 입안되었던 경험을 정리
–KIST 설립시 원조기구와의 협력 사례: 개발도상국 한국이 KIST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조기구와 협력한 실제의 경험을
규명
–기능올림픽과 실업교육: 산업화 초기 대통령의 지원 하에 기능과 기술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었음을 서술
–KAIST 공학교육의 산업개발 기여: KAIST 경영 철학 차원에서 공학교육의 핵심을 산업에의 기여로 설정하고 운영해 온
경험을 정리
●●향후

연구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수행

–조사연구의 주요 주제는 1)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변천, 2) KIST 연구개발 활동의 산업기술개발 기여, 3) 특정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4)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례 조사 수행

정책대안
●●본

과제에서는 STEPI Guide 개발에 필요한 방법론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외 주요 지식기관들과 차별화된 한국

과학기술정책 경험 지식 축적의 비전을 제시함
●●STEPI

Guide는 기관 고유의 지식경영 관점에서 지식을 생산, 축적, 활용하는 총체적 지식 비전에 기반한 사업으로

발전해야 함을 제기
●●STEPI

70

Guide는 국내적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OECD가 추진하는 IPP(Innovation Policy Platform) 사업과 같은 초대형

지식사업과 연계하여 한국적 과학기술정책 지식을 세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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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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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연구사업 방향

2012 연구사업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전략적 국제협력 과제 지속 강화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협력 수요 급증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국제협력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OECD

2013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급증하는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정책 경험 전수 요구에 적극적으로

첫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둘째, 창조

대응하기 위해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국제협력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 공헌도를 높일 계획이다.

개방형 기술혁신 패러다임에 대응한 효율적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모색, 셋째, 과학기술혁신

이를 위해 STEPI만의 고유한 과학기술정책 경험 전수 방법론의 개발 및 축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활동의 촉진과 과학기반 정책연구에 필요한 과학기술혁신 관련 성과분석 및 통계 DB 기반조성, 넷째, 신정부의
정책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강화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기여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연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STEPI 고유의

이러한 연구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국가비전 실현 및 국정과제 해결형 연구과제 추진, 미래전략 차원의 과학

과학기술혁신 관련 통계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

기술정책연구 및 전망연구 확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전략적 국제협력 과제 연구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술혁신조사,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R&D Scoreboard 등을 추진하고, OECD 기준의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정책기여도를 제고하는 데 연구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지표개발을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가비전 실현 및 국정과제 해결형 연구과제 추진 
신정부 출범에 따라 국가비전 및 국정과제 해결형 연구과제 추진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2. 2013년도 연구과제 목록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기여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 중 과학기술 부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부처 간 정책 연계·
협력 메커니즘, 정부 연구개발 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청색경제(Blue Economy)의 부상과 과학기술

연구책임자

과학기술활용 촉진을 위한 부처간 정책 연계·협력 메커니즘

이세준

저성장시대의 효과적인 기술혁신 지원제도

성지은

소관부처 과학기술 법제분석 및 개선 방안

양승우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장기 추세 분석

홍성주

미래 신산업의 기술혁신 전망 및 발전전략

하태정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이주량

기술창업의 성공조건과 지원정책

이윤준

지원하기 위한 주요 기술혁신전략수립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향후 저성장시대에 대비한

지식재산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Ⅱ)

손수정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지원제도, 기술창업의 성공조건과 지원정책,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평가 및 예측모형 개발(Ⅱ)

이우성

출연(연) 연구지원시스템 개선 등의 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외교의 효율적 대응전략,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대학 지원정책 등의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미래전략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연구 및 전망연구 확대 
2012년 이후로 미래위험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선제적 대응 및 미래전략연구와 관련된 과제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사회 변화의 전망 및 비전을 제시하고자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을 해마다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미래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술혁신 전망과 융합형 신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안두현/이민형

융합연구사업의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특성분석

이광호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추진 

공공서비스와 공공목적 기술개발의 연계 강화 방안

서지영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비전 실현을 위해 국민 삶의 질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보다 효과적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의 발전전략 연구

송위진

창조도시의 혁신정책 진단과 과제

김왕동

혁신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식 중개 기능 개선 방안

정미애

으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자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추진전략 수립 연구, 공공서비스와 공공목적 기술개발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의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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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Blue Economy)의 부상과 과학기술외교의 효율적 대응전략

이명진/홍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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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책임자

통일 대비 과학기술 전략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통일 이후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김종선

미래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대학 지원 정책

홍성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인력 현황 및 개선 방안

민철구

대학의 지식이전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지원 방안

김형주

과학기술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조사 분석 연구

조황희

지역에서의 과학기술 인재-산업 연계방안: 대학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박기범

빅 데이터 기반 융합서비스 창출 방안

장병열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김석현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박병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 사업

박찬수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김석관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홍성범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이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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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
·훈련
프로그램

01
주
일
장
주
주

2011 연구사업

2012 APEC Research and Technology(ART) Program

제
시
소
최
관

연구와 혁신의 연계(Linking Research and Innovation)
2012년 2월 20일~24일(총 5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2012 Technology and Policy(TAP) Training Program

일 시
장 소
주 최
참가자

2012년 6월 28일~7월 14일(총 17일)
KOICA ICT센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6개국 17명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2012년 6월 28일~7월 14일까지(17일간) KOICA ICT
센터에서 개도국 과학기술정책 고위급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2 Technology and Policy(TAP) Training
ART 프로그램은, 지난 1996년 개최된 제2차 “APEC 과학기술 장관회의”의 후속조치인 “APEC 과학기술 네트워크

Program(2012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을 개최하였다.

(ASTN)” 사업의 일환으로, APEC 회원국 간 R&D 관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역내 연구개발 역량의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식경제 사회에서 과학기술인력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측면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

본 프로그램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과정과 정책의 경험을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관계자에게 전수함으로써 참가국의

네트워크의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은 총 5일간 5개의 초청 강의, 참가자들의 발표, 그룹별 토론과 패널토론

과학기술역량 증진에 기여하고, 국가 간의 지속적 협력관계 형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올해에는 미얀마,

등으로 구성되었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6개국 17명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동 프로그램에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홍콩,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총 17일간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총 17개의 강의와 현장학습, 팀 프로젝트 및 국내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과의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17개 APEC 회원국에서 총 3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APEC

특별 세미나로 구성되었다. 강의 등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 및 산업육성을 중심으로 KOICA 및 유관기관

회원국의 과학기술 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소 및 대학 연구소 등에서 초청된 전문가들로 구성

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장학습으로 우리나라 주요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한국과학기술연구원, 농촌진흥청, KAIST 등)와

되었다.

기반산업 시설들(POSCO, 현대중공업 등)을 방문하였다. 이 밖에도 APEC 정상회의가 열렸던 부산 누리마루에서의 친교
행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번 ART 프로그램을 통하여 APEC 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 및 강화
하는 데에 회원국 간 연계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APEC 회원국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접할 수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연수과정 중 유일한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수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나라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과학기술정책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해 가는 프로그램
이다. 1999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어 2012년도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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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11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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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장 소
주 최
참가자

2012년 8월 23일~9월 8일(총 17일)
KOICA ICT센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콜롬비아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공무원과 전문연구원 15명

01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국제
학술회의

한-스웨덴 이노베이션 & 비즈니스 포럼

일 시 2012년 5월 31일(목) 09:00~12:00
장 소 서울 신라호텔, Ruby룸(영빈관)
주 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과학혁신청(VINNOVA), 스웨덴혁신원(Growth Analysis),
스웨덴무역대표부
후 원 지식경제부(한국), 산업에너지통신부(스웨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2012년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17일간) KOICA ICT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H. E. Carl XVI Gustaf 스웨덴 국왕의 국빈

센터에서 콜롬비아 과학기술정책 고위급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Colombia Science, Technology and

방한을 기념하고 양국의 정부, 재계 및 학계의 유대관계 강화를

Innovation Policy(STIP) Training Program(2012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정책연수과정)」을 개최하였다.

목적으로 한-스웨덴 이노베이션 & 비즈니스 포럼을 2012년 5월
31일(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삼 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세 번째 실시되었는데 콜롬비아 현지와의 긴밀한 대화와 접촉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정책 분야의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국가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콜롬비아의 과학기술

한-스웨덴 이노베이션 &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의 혁신 과제와

발전과 과학기술정책 기획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콜롬비아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공무원과 전문

기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를 새로운 혁신관점에서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

연구원 15명이 참여하였다.

양국은 앞으로 국가혁신전략의 비교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복지 증진 및 사회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경험들을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17일간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총 10개의 강의와 현장학습, 팀 프로젝트, 한국-콜롬비아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의
만남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 과학기술, 지역혁신시스템, 과학기술단지 사례 분석과

우리 연구원과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과학혁신청, 스웨덴혁신원, 스웨덴무역대표부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한국),

관련된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산업에너지통신부(스웨덴)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양국의 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대표 및 전문가 약 180명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주요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농업과학관, KAIST, KIST 등) 및 과학기술단지(판교테크노밸리, 경기

80

테크노파크, 상암 DMC 등)를 방문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콜롬비아와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이날 포럼은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H. E. Carl XVI Gustaf 스웨덴 국왕의 축사로 시작되었고,

계기가 되었으며 콜롬비아 현안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발표(세션 Ⅰ,Ⅱ로 나누어 진행), 패널토론으로 이어지는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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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공동 컨퍼런스

일 시 2012년 10월 10일(수) 09:00~18:00
장 소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 & 주니어볼룸
주 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기초과학연구원, 주한독일대사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한국과 기초과학 강국인 독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국

2011 연구사업

03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한중 과학기술협력 20주년 기념 제4차 한중 과학기술혁신포럼

일 시
장 소
주 최
참가자

2012년 10월 18일(목) 09:00~15:30
부산 벡스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중국 정부 대표단 6명, 중국 과학자 대표단 55명 및 국내 전문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2년 10월 18일(목) 오전 9시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제4차 한중 과학기술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독일동문네트워크, 기초과학연구원, 주한독일대사관과 한독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한지 2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21세기 첨단기술시대: 한중 과학
최근 기초과학연구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기초과학의 구조 및 재정,

기술협력의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과 중국의 대표과학자들이 모여 양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전망

과학과 산업의 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21세기 기초과학을 위한 제언을 도출해내는 자리가 되었다. 과학

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기술정책연구원이 담당한 3세션에서는 홍제민(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관), 조현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2

Felix Khale(막스플랑크 국제관계부장)이 각각 “기초과학연구에서 투자와 연구결과”, “기초과학 지원정책과 제도”, “기초

포럼은 소재, 바이오신약, 신에너지, 디지털콘텐츠의 4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분과별로 양국에서 전문가 각 4명씩, 총

과학 진흥을 위한 정책과 의사결정”에 대해 발표하였고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활발한 논의가

8명이 발표하였으며, 양국이 각각 2개 분과의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향후 협력 방향 및 과제에

이뤄졌다.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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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장
주
후

2011 연구사업

2012 서울과학기술포럼

제
시
소
관
원

공공연구기관의 새로운 역할: 혁신역량 공유(A New Role of PRIs: Sharing Innovation Capacities)
2012년 10월 31일~11월 3일
서울 플라자호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국제협력단

05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제7차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연구 세미나

일 시 2012년 11월 26일~27일
장 소 일본 오키나와(Okinawa)
주 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중국과기정책관리과학연구소(IPM),
중국과학기술전략연구원(CASTED), 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

금년으로 3회를 맞이하는 2012 서울과학기술포럼은 우리나라의 2009년 OECD DAC 위원회 가입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선발중진국으로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시장으로

한국 발전 경험 전수 요청에 부응하고자 과학기술 분야의 ODA 사업 개발 및 공여국, 수혜국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의 국내외 공공연구 기관장,
정부관료 및 과학기술 분야 ODA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2년 11월 26일(월)~27일(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연구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제별 발표를 진행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연구 세미나는 동북아 지역의

기조연설을 통해 민동필 외교통상부 과학기술특임대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5개 과학기술혁신 연구기관이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로써, 이를 통해 상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어서 Gretchen Kalonji 유네스코 자연과학부문 사무총장보 또한 개도국의 기술혁신과

지역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구적 문제를 두고 세계가 협력하는 새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과학기술포럼은 세계에서 유일한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협동 행사로서 특별히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종국 원장은 1세션에서 “Highlights of Research Activities”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고 2세션에서는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갔다. 이어서 우리 연구원의 박기범 연구위원과 황용수 선임연구위원은 2세션과 3세션에서 각각 “How
to Fund Universities to Serve Their Role in Innovation System?”, “Toward Evidence-based STI Policy”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또, 4세션과 5세션에서는 우리 연구원의 김종선 연구위원과 박병원 미래연구센터장이 “New Dire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Nuclear Safety of Northeast Asia”와 “Extreme Events(X-events) Scenario for Future
Energy Price Disruption”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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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워크숍·
간담회

01

2011 연구사업

과학기술정책 심포지엄

주 제 지역중심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방안
일 시 2012년 1월 13일(금)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1층 중회의실

03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국가 초고성능컴퓨팅육성 기본계획 토론회

주 제 국가 초고성능컴퓨팅육성 기본계획
일 시 2012년 11월 6일(화)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과 공동으로 1월 13일(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1월 6일(화) 오후 3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지역중심의 지방과학기술정책

회의실에서 ‘국가 초고성능컴퓨팅육성 기본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학

추진방안’을 주제로 과학기술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본 심포지엄은 지역

기술정책연구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최한 본 토론회는 과학기술

중심 과학기술 추진체계의 발전 방안 모색 및 지역패러다임과 연계한 향후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프라인 초고성능컴퓨터를 국가 차원에서 중점

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국가 초고성능컴퓨팅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신창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개선

02

방안,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새로운 지역혁신정책 방향과

발표를 맡은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본부장은 국가 초고성능

추진 방안, 서정해 경북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의 지역주도의 R&D 기획관리

컴퓨팅 육성을 위해서는, 신규수요 창출을 통한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확대

역량구축, 이연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전략기획실장의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하고, 세계 Top 10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 서비스 기반 구축 및 초고성능컴퓨팅

추진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개발 역량 확보, 산업화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 STEPI 기술혁신전략 세미나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학·연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기본계획(안)
수립배경 및 주요내용 발표, 전문가 패널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슈퍼컴 활용
및 육성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 제 2012 주요국의 기술혁신전략
일 시 2012년 2월 9일(목)
장 소 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

04

2012 STEPI-KASTAL 공동 심포지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월 9일(목) 오후에 서울팔래스호텔에서 ‘2012 STEPI
기술혁신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 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개편 및 과학기술기본법의 재설계
일 시 2012년 11월 26일(월)
장 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본 세미나는 ‘2012년 주요국의 기술혁신전략’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기술
혁신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박종원 SRI 인터내셔널 박사가 ‘미국의
기술혁신전략’을, 구혁채 주EUㆍ벨기에 교육과학관이 ‘EU 기술혁신전략’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법학회(KASTAL)는 11월 26일(월) 오후 2시

발표했고, 경북대 서정해 교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범 글로벌정책본부

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개편 및 과학기술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일본과 중국의 기술혁신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최영락

기본법의 재설계’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려대 교수(좌장), 나도선 과학한림원 정책연구센터 소장, 박방주 중앙일보

86

기자, 윤문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순자 인하대 교수의 토론이

본 심포지엄은 처음으로 법학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모여 과학기술 법제

있었다.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각각의 발표 후 개별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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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구사업

진행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개편 방안’이라는 제1주제를 발표하고, 정진근

06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튀니지 투자 및 국제협력부 차관 방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주제의 발표를 맡은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학기술 법제 개편과 과학기술
기본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조원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손경한 한국과학기술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명환 전국자연과학대학
학장협의회 회장, 안경애 디지털타임스 차장, 이세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
정책본부장,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헌영 한국공과대학
학장협의회 회장, 조현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해 토론
했다.

일 시 2012년 6월 26일(화)
장 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방원자 H.E Alaya BETAIEB 차관 외 4명

튀니지 투자 및 국제협력부 차관 및 그 일행이 6월 26일(화)에 우리 연구원을
방원했다. H.E Alaya BETAIEB 차관 외 4명이 방원했으며, 이번 방원은 양국 간
산업 및 과학기술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인 과학기술정책
연수과정(TAP)을 통해 튀니지 과학기술정책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온 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양국 간 과학

05

베트남 NISTPASS 소장 방원

일 시 2012년 1월 4일(수)
장 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방원자 Dr. Ta Doan Trinh, Dr. Nguyen Quang Tuan, Ms. Nguyen Thi Lan Anh, Ms. Nguyen Viet Hoa

Dr. Ta Doan Trinh 베트남 NISTPASS(National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Strategy Studies) 소장 및 그 일행이 1월 4일(수)에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07

스웨덴 전략연구재단(SSF) 사절단 방원

일 시 2012년 11월 20일(화)
장 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방원자 Gunnar SVEDBERG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KTH) 명예교수 및 미래연구리더 과학자 18명

우리 연구원을 방원했다. 이번 방원은 NISTPASS의 Dr. Ta Doan Trinh 소장을
비롯하여, Dr. Nguyen Quang Tuan, Ms. Nguyen Thi Lan Anh, Ms. Nguyen
Viet Hoa가 함께했다.

스웨덴 전략연구재단(SSF) 사절단 일행이 11월 20일(화) 우리 연구원을 방원
했다. 이번 방원은 스웨덴 전략연구재단(SSF) 및 한국과 스웨덴의 과학기술

이번 방원은 베트남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녹색성장전략

정책에 대한 최근 동향을 교류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Gunnar SVEDBERG

수립을 위해 한국 기관들의 협조 및 베트남 공공연구기관 민영화 계획진단,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KTH) 명예교수 및 미래연구리더 과학자 18명이 참석

연구기관 재정투자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고, 이를 관장하는 기관인 베트남

했다.

NISTPASS의 위상정립과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송종국 원장, 글로벌정책
본부의 이명진 본부장, 장용석 연구위원이 배석했다.
스웨덴 전략연구재단(SSF)의 FFL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에 이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용석 연구위원의
‘한국의 혁신시스템 및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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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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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포럼

2011 연구사업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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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의 기술혁신, 연구개발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및 정부의 정책담당자를 모시고 과학기술정책의 현안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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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9회] 21세기 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출연(연)의 역할

2012.02.08.

김도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제340회]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전망

2012.02.28.

김창경(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제341회] 과학기술과 국가발전

2012.03.09.

이상목(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제342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2012.03.29.

최순자(인하대학교 교수)

[제343회] 지방과학기술의 발전방향

2012.04.13.

노상흡(전라북도 미래산업과 과장)

[제344회] 첨단 과학기술 교육을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

2012.04.25.

고 산(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

[제345회] 향후 과학기술정책 어젠다

2012.05.10.

현재호(㈜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이사)

[제346회] 해양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미래정책 방향

2012.06.07.

김웅서(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제347회] 기술복합화와 기술경영/소프트파워와 하드웨어의 결합

2012.06.29.

김왕동(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향숙(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제348회] 과학기술, 여성, 리더십을 말하다-시리즈Ⅱ

2012.07.03.

엄미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리나(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이혜진(연세대학교 학부과정)
정경택(기초과학연구원 사무처장)

[제349회] 기초과학발전과 지역과학기술

2012.07.12.

[제350회] 국제특허전쟁시대: 삼성-애플 특허권 분쟁의
시사점과 대응 방안

2012.09.27.

고영희(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제351회] 싸이 강남스타일과 과학 문화콘텐츠 전략

2012.10.25.

전충헌(콘텐츠 코리아 회장)

[제352회] 지방분권시대의 과학기술정책 과제

2012.11.20.

김의섭(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병태(대구경북연구원 지식서비스산업팀장)

친촨(청화대학교 교수)
장타오(CCID 부총재)
[제353회] 미국·중국의 신정권 출범과 과학기술정책

2012.12.06.

마쥔(청화대학교 교류협력처장)
박종원(SRI 과학기술정책실장)
홍성범(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354회] 한국 혁신체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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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신태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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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

2011 연구사업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톡톡! 과학콘서트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계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제13회 톡톡! 과학콘서트: 스포츠 과학, 올림픽을 넘어 일상으로

2012.08.16.

송 욱(서울대 체육학과 교수)

제14회 톡톡! 과학콘서트: 우리가 사는 곳의 비밀–공간 속 과학이야기

2012.09.17.

양진석(한양대 교수)

제15회 톡톡! 과학콘서트: 휴대폰 속에 숨은 과학이야기

2012.11.30.

박형주(포스텍 수학과 교수)

제16회 톡톡! 과학콘서트: 과학, 스크린에서 만나다

2012.12.14.

김상욱(부산대 교수)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관련된 주요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관련주제에 대한 견해를
100분 토론 방식으로 논의·공유하고자 기획된 행사입니다.
곽재원(한양대 석좌교수)
권동일(국과위 녹색자문전문위원회 위원장)

제5회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에
 너지 분야 R&D 전략(2)
–녹색성장 기조아래, 신재생에너지 R&D 투자효율화
방안은?

성창모(한국녹색기술센터 소장)
2012.08.31.

정형지(더코발트스카이(주) 대표이사)
한성옥(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장)
정경희(국과위 녹색자문전문위원회 위원)
권철홍(한국에너지기술원 책임연구원)
홍재민(국과위 심의관)
김경민(한양대 교수)
김용균(국과위 원자력WG 위원장)

제6회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
:에
 너지 분야 R&D 전략(3)
–원자력 R&D 효율화 방안

2012.09.26.

김은희(서울대 교수)
박상덕(지경부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MD)
박성원(한국원자력연구원 전략사업부원장)
안현실(한국경제 논설위원)
조성경(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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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교류회

2011 연구사업

연구교류회

교류회명

과학기술정책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와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전문가 커뮤니티로, 전문 연구
영역별로 학술적·창의적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내외부 전문가 협력을 도모하는 연구교류의 장입니다.

기술전략연구회

▲고령사회와 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회,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회, 과학기술 시스템 연구회, 과학기술인력
연구회, 기술과 진화의 경제학 연구회, 기술분쟁과 지식재산법 연구회, 문화콘텐츠 서비스업 혁신 연구회, 생명자본과 가치
기술 연구회, 에너지기술정책 연구회, 혁신클러스터 연구회 등 약 30여 개의 연구교류회가 활동
교류회명

주제

연구 관련 활동

개최일시

연구 실적 목록

2012.06.07.

중국의 급부상과 기술패권주의

2012.07.05.

기술/비즈니스/문화의 아키텍처

2012.09.06.

미래 농업 경쟁력과 우리의 선택

2012.10.25.

복지의 新패러디임, 웰니스

2012.11.15.

21세기형 연금술 - 세계최초 Eco-Mg. 및 Eco-Ai 원천소재 개발

2012.01.31.

최근 이차전지 산업동향: 리튬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2012.02.28.

산업기술정책연구회 어젠다 발굴

2012.03.27.

분배와 성장: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2012.04.19.

한국의 고용문제와 대응 방안

2012.07.17.

미래연구와 산업전망

2012.08.28.

최신 ICT 동향과 전망

Welfare State as Society Form

고령사회와

2012.05.18.

노동인력 고령화 현황과 문제점

과학기술연구회

2012.08.17.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확장 필요성

2012.10.05.

재활보조기기 연구개발 동향 및 연구소 방문

2012.09.26.

한국에너지산업의 기술혁신체제 소고

2012.05.09.

Learning from one another?
International policy “emulation”and university–industry technology transfer

2012.10.30.

21세기형 연금술을 실현한 소재기술

2012.05.29.

유럽통합의 과거, 현재, 미래 The European Pandora

2012.11.20.

글로벌 MTV 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12.08.08.

Science–industry links and industry upgrading in latecomer countries: conventional policy
wisdoms facing reality

2012.02.29.

RIO+20의 전망과 대응

2012.04.26.

협동조합과 에너지 전환

2012.10.23.

Toward a Real Measure of Innovation

2012.05.10.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 호주의 사례

2012.11.27.

유로의 미래

2012.06.20.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와 에너지 기후정책 과제 모색

2012.02.16.

소프트파워를 통한 과학기술외교 현황 및 과제

2012.08.10.

한국의 녹색일자리: 전망과 잠재력

2012.08.16.

글로벌 녹색전략기술 통제 전망 및 이슈

에코이노베이션

2012.03.15.

소재·부품산업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

2012.12.07.

무형기술통제(ITT)와 “Deemed Export”의 상관관계 및 시사점

연구회

2012.05.21.

OECD 환경 정책 및 삶의 질 동향

2012.04.03.

인적자원과 혁신성과간의 관계-최근의 조절변수, 매개변수 연구를 중심으로

2012.01.17.

Global and Korea Pharma Market Update

2012.04.24.

이공계 석박사 인력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지경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12.03.21.

바이오산업

2012.07.24.

이공계 교육과 일자리 연계

제약산업경영

2012.05.16.

Global BioPharmaceutical Royalty Rate

2012.02.27.

Knowledge and Detour for Sustained Economic catch-up

연구회

2012.07.18.

Biosimilar Overview of High-Level Issues

2012.03.29.

Natural Security Origins of U.S. high-tech leadership

2012.09.12.

최근 제약 분야의 특허 관련 이슈

2012.04.27.

Diversification and Industry Evolution: A Simulation Approach

2012.11.21.

트렌드, 올라타기보다는 만들어가는 것

2012.06.04.

Technology Trajectories and Firm Patenting Strategy Evidence from a US Inventor Survey

2012.03.08.

적정기술과 ODA

2012.10.23.

Institut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omestic Investment: crowding out or crowding in?

2012.04.06.

직무발명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2012.02.02.

기업에서의 coaching의 활용

2012.05.25.

국제공동연구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대한 주요 쟁점

2012.06.07.

글로벌 종자기업의 Climate ready gene 확보 경쟁

국제협력
연구회

과학기술외교
연구회

과학기술인력
연구회

기술과 진화의
경제학 연구회

기술전략연구회

산업기술정책
연구회

시스템전환
연구회

지식재산(IP)

2012.03.08.

글로벌마켓을 겨냥한 메디칼 디바이스 전략(한국기업의 관점에서)

2012.04.05.

Extreme Events

2012.09.06.

An Introduction to Yissum

2012.04.05.

X-Events와 한국의 시사점

2012.11.22.

한류와 콘텐츠 수출 동향

2012.05.03.

나눔을 통한 소통 활성화

2012.12.17.

중소기업의 브랜드 및 디자인 현황

연구회

기관 현황

주제

2012.03.21.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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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회명

혁신정책방법론
연구회

개최일시

주제

2012.03.09.

교과부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개발효율성 비교 분석

2012.03.20.

CGE 방법론의 해양수산 분야 응용

2012.03.28.

항만·수산 분야의 CGE 모형 적용 사례

2012.06.07.

에너지 환경 분야 CGE 모형

2012.06.14.

Threshold estimation and innovation investment

2012.09.25.

ICT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

2012.10.26.

기술의 FV와 할인율에 관한 세미나

2012.11.01.

ICT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2012.12.13.

성공적인 기술평가를 위한 3요소

2012 STEPI Annual Repor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의의 및 발전방향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에 대한 실제와 분석
생명공학과 한국 사회–GMO를 다시 생각한다
2012.02.03~04. Blind review vs. Open review
Healthcare innovation
국가 R&D 사업과 기업의 혁신 활동
의료기술에 대한 정부규제의 방향 및 과제
혁신정책의
이론과
실제연구회

2012.04.19.
2012.05.21.

원전사고와 위험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의 정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R&D 지속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행태 변화
산업별 혁신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Analysis of a radical change of STI system of Public sector in Korea using the compound
framework
중소기업 R&D 기획능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형 기술로드맵 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

2012.08.24~25. 중소기업 R&D의 현황과 쟁점
R&D 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고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술협력 중심으로
미래 유망특허 예측을 위한 정부 IP 로드맵 설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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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2011 연구사업

연구 관련 활동

정책연구

조사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
(분류기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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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분류

연구 실적 목록

보고서명

기관 현황

연구책임자

P12-01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 방안: 원자력기술 및 우주기술을 중심으로

조현대

F12-01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중국을 중심으로

홍성범

P12-02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이민형

F12-02

동북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방안 모색

김종선

F12-0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주요 이슈와 대응

송위진

F12-04

STEPI Guide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사례연구

홍성주

F12-05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윤문섭

F12-06

융합산업의 공급가치사슬 구조 변화 및 대응전략

이광호

F12-07

개인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에 따른 연구자 행동 변화 및 성과 분석

황석원

P12-03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중점과제

서지영

P12-04

녹색기술의 확산·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

정기철

P12-05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 촉진 방안: 산학연협력을 중심으로

정미애

P12-06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발전 방안

성지은

P12-07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 방안

양승우

P12-08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평가 및 예측모형 개발

이우성

P12-09

신성장동력사업 성과분석 및 정책 과제

하태정

P12-10

혁신기반 의료산업 발전 방안: 중개연구와 서비스혁신을 중심으로

김석관

F12-08

창조산업의 기술 및 수요기반 미래전망
: 엔터테인먼트 산업(방송·드라마, 영화, 음악)을 중심으로

송치웅

F12-09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Ⅳ)

박병원

F12-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Ⅲ)

박찬수

F12-11

중국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홍성범

F12-12

기업부문 박사인력활용 실태조사

조가원

P12-11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이윤준

P12-12

지식재산인프라 경쟁력 제고 방안(1단계)

손수정

F12-13

국가 소프트웨어 경쟁력 향상 방안 연구: SW Roadmap

박수용

P12-13

스마트파워 기반 과학기술외교 전략

장용석

F12-14

출연연구원의 비정규직 현황 분석연구

한성옥

P12-14

한국 혁신체제의 동태분석과 발전전략

신태영

F12-15

2012 과학기술혁신지표연구

김석현

P12-15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복지국가 실현 방안–‘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김왕동

F12-16

2012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하태정

P12-16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이공계 석·박사 노동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홍성민

P12-17

연구소 중심의 대학연구시스템 활성화 방안

민철구

P12-18

이공계 대학원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개선 방안

엄미정

P12-19

연구개발을 통한 이공계 인력양성 모델

박기범

P12-20

98

2013 연구사업 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평가
: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사업의 투자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에 관한 연구

홍사균

P12-21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이정협

P12-22

농업 R&D의 이해와 성과 관리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이주량

P12-23

한국 국방기술혁신체제 특성분석

이재억

P12-24

학생연구원 지원제도 개선 방안

홍성민

P12-25

이공계 분야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현황과 유치 방안

엄미정

정책자료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에게 시의적절하게 배포하기 위해 요약형태로 발간한 자료
(분류기호: J)

분류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J12-01

Korea’s Strategy for Development of STI Capacity: A Historical Perspective

신태영

J12-02

대학 R&D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및 정책 개선방향

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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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현황

STI Policy Review

Future Horizon

다양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에 대한 실증적 지식을 다양한 영역의 전 세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는 영문저널입니다(www.stipolicyreview.net).

미래의 기회를 선용할 핵심 과학기술과 정책방안을 모색하며, 전문가 및 시민과 미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지평을 여는 미래연구 전문 계간지입니다(www.foresight.kr).

권호

제목
Innovation Policy Studies Between Theory and Practice
: A Literature Review Based Analysis
The Effect of R&D on High-Tech Product Export Competitiveness
: Empirical Evidence from Panel Data of East Asian Economies

Vol.3
No.1

Slavo Radosevic
Aye Mengistu Alemu
Su-Hyun Berg,
Robert Hassink

The Contribution of R&D Outsourcing to Productivity Growth

Hwan Joo Seo,
Han Sung Kim,
Young Soo Lee

An Intercultural Experiment to Build Life Science Innovation in Korea

Ulf Nehrbass

Adapting Public Research Institutes to New Dynamics of Innovation

Jean Guinet

Sweden at the Innovation Frontier-Assessing Performance and Challenges in a
Disruptive World
Multiple Options for Appropriation Mechanisms in a Business Environment and
Implications for Policy

권호

Spring
2012

Barry Bozeman

Summer
2012

한국의 미래연구를 말한다: 미래를 생각하는 국회

김동환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 누가 전기자동차를 죽였는가?

홍성욱

미래사회와의 소통: 디지털 소비-누가, 어떤 서비스를, 무엇을, 어떻게?

황상민

미래연구 포커스: 체계적인 미래연구(foresight) 방법의 필요성

박병원

미래연구 포커스: 영국의 예측조사 프로세스 및 방법론

양장미

미래연구 포커스: 극단적 미래사건(X-events)의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윤정현
윤정현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 가지 않은 길

홍성욱

미래사회와의 소통: 디지털 소비자, 그들은 누구인가?

황상민

미래연구 포커스 1: X-events란 무엇인가(What is X-events?)

Overseas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of Korean ICT enterprises in
Emerging Countries

Jeongseon Seo

S&T Collabo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Lessons from Brazilian Collaboration Activities with South Korea

Daniel Fink,
Tahir Hameed,
Minho So,
Youngsun Kwon,
Jae Jeung Rho

Integra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of Korean Firms and Innovation Policy
Directions
Bridging the Gap Between Science and Industry: The Fraunhofer Model
A Decade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

Jang Pyoung Yol
Raoul Klingner,
Lothar Behlau
Teruo Kishi,
Masahiro Takemura

임 현, 박병원

Future Snapshot: 스트레스 없는 생활환경을 위한 혁신기술

미래연구 포커스 2: 불확실성을 활용한 성공전략(Success from Uncertainties)

Autumn
2012

저자
윤정현

미래연구 포커스: 한국의 과학기술예측조사 방법론

Enrico Deiaco,
Lais Bager-Sjögren
Kyoo-ho Park

제목
Future Snapshot: 건강한 신체를 위한 미래의 맞춤형 의료기술

Zhang Junfang,
Guo Rong,
Zhou Wei

Inclusive Innovation and Growth Based on a National Innovation System
: Experience from China

Vol.3
No.2

저자

Emerging Green Clusters in South Korea? The Case of the Wind Power Cluster
in Jeonbuk Province

GRIs in the United States: Policy Directions Old an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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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_Casti
Leena_Ilmola

미래연구 포커스 3: X-events 사례연구(만약 인터넷이 단절된다면?)

윤정현

Future Snapshot: SNS를 활용한 헬스케어 기술

이정한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 테러의 기술

홍성욱

미래사회와 소통: 디지털 시대의 제품과 서비스의 성공요인

황상민

미래연구 해외동향: OECD-HSE 국제 컨퍼런스

정민주

미래연구 포커스: 미래대비를 위한 정책역량의 강화

박병원

미래연구 포커스: 미래준비기본법 제정

유재국

미래연구 포커스: 미래세대위원회 설치

서용석

미래연구 포커스: BH 미래전략실(미래전략수석) 설치

홍성주

미래연구 포커스: 민간, 공공연구소의 미래정책 연구역량 강화

우천식, 박병원

미래연구 포커스: 국가위기대응팀 설치

정지범

미래연구 포커스: 국가 간 미래 네트워크 구축

윤정현

미래연구 포커스: 미래도시 비전 수립

김동환

미래연구 포커스: 미래이슈 탐색분석 시스템 구축

송영조

미래연구 포커스: 미래예측 정보의 국민소통채널 구축

박성원

101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2 STEPI Annual Report

2011 연구사업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관련 정책동향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기업의 기술혁신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계간으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권호

세션명

정책초점

봄호
(통권

연구노트
정책동향

186호)

제목
연구개발인력 경력개발과 고용촉진 전략: 박사학위자 민간부문 진출을
중심으로

엄미정

신기술 분야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역량 확보 전략

홍성민

고급연구인력의 글로벌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김선우

중국의 대학생 과학기술창업과 정책지원

홍성범

「박사인력의 경력과 이동성조사」: 고급 인력 통계인프라의 새로운 도약

조가원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과 과제

성지은

EU의 기술사업화 정책과 국가별 특성
나노 저팬 2012(Nano tech 2012): 제11회 국제 나노기술 전시회 및

세미나보고

컨퍼런스
2012 ADEA 총회 및 ADEA ‘한국의 날’ 행사
: 2012 The ADEA Triennale & The Korea-Africa Day

과학기술법령
과학기술정책사

정책초점Ⅰ
: 총괄

여름호

정책초점 Ⅱ

(통권

: 중국의 정책동향

187호)

정책동향

과학기술법령
과학기술정책사

188호)

(통권

연구노트

정책동향

한중 과학기술협력 20주년 회고와 전망

이춘근

중국의 구조변화와 과학기술 분야 대응전략

조 철

중국의 급부상과 과학기술 인해전술

홍성범

중국 지역별 12차 5개년 규획의 추진 현황 및 시사점: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노수연

사막화방지를 위한 한중 생명공학 연구협력 현황: 기회의 땅 사막에서
블루오션을 캐자

곽상수

한중 농업 R&D: 중국농업 연구 특징을 중심으로 본 시사점

류명상

한중 해양과학기술 협력현황 및 제언: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정회수

한중 환경협력의 현황과 전망

김대선

한중 응용/재료 물리학 분야 협력
: 가장 오래된 공동 심포지엄을 중심으로

이영백

네팔 과학기술혁신체제 진단 및 전략개발

양화인, 이정협

세미나보고
과학기술법령
과학기술정책사
과학기술인력

정책초점

과학기술법령
겨울호
(통권
189호)

정책동향

김종선
최영식

연구노트

양승우, 이규석

세미나보고

홍성주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정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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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송위진, 성지은

u-Health 정책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박정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원격진료 서비스 공간의 차이성에 대한 지리적 소고
: 일본의 대도시권, 대도시주변부, 지방권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수경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미래 환경 변화 양상 및 정책 과제
: 미래 환경 수요 전망에 따른 과학기술 수요 전망

이정석

과학기술정책에서 복지는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서지영

사회서비스 R&D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장병열

한국혁신시스템의 전환 지향점과 방법론

성지은

ICT를 이용한 일본의 지역 의료 제휴 정책과 보급 프로세스

송치웅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사 연재②: 전쟁과 전후 복구, 과학기술의 재건

정책초점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사 연재①: 독립국가의 과학기술 건설 노력(해방~미군정기)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법제 정비

세션명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등장과 과제

손수정, 김희은

양승우

미래 글로벌 복지 창출을 위한 ‘동참 유도형’ 과학기술외교 전략
: OECD CSTP STIG 제1차 연구보고서의 정책적 시사점

권호

가을호

과학기술인력 관련 법제와 전직금지가처분

제3차 한중일 과학기술 장관회의: 201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세미나보고

저자

나카무라 츠토무

브루나이의 산업다각화 정책과 연구개발 노력: 석유자원 의존으로부터의
탈출

황보열

한국–모잠비크 국가협력전략(CPS) 사전정책협의 결과보고: 교육과학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우성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명치료중단의 법제

김재경,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사 연재③: 공업화 전략과 과학기술의 결합

홍성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연혁과 전개 방향

홍성민

사회인프라 영역인 우주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진 방안

조황희

우주개발 비전과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

이창진

우주개발자립을 위한 우주발사체 개발 정책제언

김재수

위성 활용 활성화를 통한 위성수요 창출

장은미

차세대 우주엔지니어 육성과 활용 방안

채장수, 이 인

세계 우주개발 미래전망과 주요국의 정책 방향

최남미

인공위성산업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양승우

스마트파워 기반 과학기술외교: 개념적 탐색

김상배

지식재산 접근 제고를 위한 제도의 진화: Soft IP와 Innovation Box

손수정

제4세대 R&D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출연(연)의 역할 및 거버넌스
개편 방향

고영주

주요국의 구제역 방역체계 비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합의제 행정위원회: 국과위와 주요행정위원회의
비교와 함의

정병걸, 성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 토론회

임 송

2013년 과기인력정책의 현안과 이슈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사 연재④: 대통령의 리더십과 과학기술의 진흥

홍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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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Issues &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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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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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일

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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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제목

저자

제85호

2012.01.01.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STEPI

제86호

2012.01.15.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서의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

장용석

제87호

2012.02.01.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의 추진전략과 촉진방안

유의선

제88호

2012.02.15.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

이주량

제89호

2012.03.01.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 최근 1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홍성주

제90호

2012.03.15.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손수정

제91호

2012.04.01.

21세기 핵심자원, 국가과학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강희종

제92호

2012.04.15.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박찬수

제93호

2012.05.01.

과학기술자 평생활용 체제 구축: 실태와 대안

민철구

제94호

2012.05.15.

과학기술 한류: 동향과 대응

제95호

2012.06.01.

출연(연) 기술·기능인력 현황과 과제

박기범

제96호

2012.06.15.

중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과 시사점

김종선

제97호

2012.07.01.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 방안

서지영

제98호

2012.07.15.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국과위의 역할과 과제

성지은

제99호

2012.08.01.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특성과 정책 방향
: 사회-기술기획과 사용자 참여

송위진

제100호

2012.08.15.

중소기업 유형별 연구개발인력 수요 현황 분석과 시사점

이명진, 서정화

캠퍼스 CEO 3만 명 육성 전략

이윤준

2012.09.15.

박사인력 구성과 일자리 현황의 국제비교

조가원

제103호

2012.10.01.

양자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 아프리카 소외질병 기획 사례

이정협

제104호

2012.10.15.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현황 및 혁신과제

2012.11.01.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제106호

2012.11.15.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진단과 과제: 우수 대학실험실을 중심으로

제107호

2012.12.01.

지식재산 인프라 진단과 과제

제108호

2012.12.15.

고급 전문 인력의 직무만족도와 해외 유출 요인 분석
: 박사인력의 경력과 이동성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합적 지식정책 어젠다: 지식 트라이앵글(Knowledge Triangle)

2012.05.16.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 인텔리전스 발전 방안

성지은

2012.07.12.

Living Lab: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모델

송위진

2012.09.18.

사회·기술시스템론과 정책적 의의

송위진

2012.09.27.

통합형 혁신정책과 정책 조합(Policy Mix)

2012.10.10.

Fab Lab: 사용자와 시민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

송위진, 안형준

2012.11.14.

미국특허 연속출원제도와 이를 활용한 특허권 확보 노력

정교민, 안두현

2012.12.18.

탈추격 지역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성지은, 박미영

신태영
이세준, 이명화

성지은

Working Paper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수시 발행하는
페이퍼입니다.

발간일

2012.09.01.

제105호

생산구조와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의 동태적 변화

2012.03.05.

2012. 09. 26.

제102호

저자

2012.02.22.

김선우, 홍성민

제101호

제목

기관 현황

제목
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과제

저자
송위진

강희종
김왕동, 송위진, 성지은,
김종선, 박미영
김석현, 정현주
손수정

※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stepi.re.kr) [발간물] 코너 참조

김민정, 조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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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과제

2011 연구사업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위탁과제 연구

수탁과제 연구

STEPI의 기본연구사업 중 외부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에게 연구 수행을 의뢰하여 수행한 과제보고서는
총 36종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2012년도 수행한 수탁과제 연구보고서는
총 80종입니다.

연구기간

106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과제

기관 현황

연구책임자

2011.02.10. ~ 2012.02.09.

2011년도 OECD의 NESTI 활동현황 분석

이정재

2011.07.12. ~ 2012.01.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이재억

2011.02.10. ~ 2012.02.09.

전지구과학포럼(OECD GSF)의 현안 분석 및 장기전략연구

남상성

2010.06.01. ~ 2012.01.31.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획연구

조현대

2011.02.10. ~ 2012.02.09.

OECD CSTP 나노작업반 3단계 1차년도 활동 기획 및 전략 연구

최붕기

2011.02.10. ~ 2012.02.10.

2011.02.10. ~ 2012.02.09.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활동에 관한 조사분석: TIP

이명진

OECD 생명공학작업(WPB) 활동 분석 및 평가연구

현병환

2011.12.01. ~ 2012.01.31.

해외 선진 연구기관 R&D 시스템 분석

김윤명

2011.02.11. ~ 2012.02.10.

세계 톱클래스 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

홍성범

2012.04.02. ~ 2012.09.30.

사회서비스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전략

안상훈

2011.04.01. ~ 2012.02.28.

나노부문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보지원

이광호

2012.04.02. ~ 2012.09.30.

산학연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분배 연구

정연덕

2011.05.01. ~ 2012.02.29.

교과부 R&D 전략 Milestone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조황희

2012.04.02. ~ 2012.09.30.

사회적 어젠다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및 거버넌스 발전 방안 연구

박재민

2011.05.01. ~ 2012.04.30.

2011년 PM 외부평가 실시방안 연구

민철구

APEC ISTWG 운영체제 참여 및 협력사업 추진(2011년)

이명진

2012.04.02. ~ 2012.09.30.

CGE 모형을 통한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정동

2011.05.01. ~ 2012.06.30.

2012.04.23. ~ 2012.11.22.

“2012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박무익

2011.05.01. ~ 2012.07.31.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배분 개선 방안

황석원

2012.04.26. ~ 2012.09.25.

정부참여 벤처캐피탈 펀드의 역할에 관한 실증연구

임소진

2011.05.19. ~ 2012.05.18.

2011년도 미래유망 녹색기술 포럼 연구

홍사균

2012.04.26. ~ 2012.09.25.

모수/비모수적 접근을 통한 국가 R&D 생산성 증대효과 연구

이상용

2011.05.23. ~ 2012.01.31.

녹색 분야(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

배용호

2012.04.26. ~ 2012.09.25.

특허의 유효성 판단기준과 과학기술정책의 시사점

정연덕

2011.06.01. ~ 2012.01.31.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국과위의 개방형 정책네트워크 구축 방안

성지은

2012.04.26. ~ 2012.09.25.

과학기술과 한국의 사회운동: 4가지 사례의 비교

김종영

2012.04.26. ~ 2012.09.25.

한국 국가혁신체계발전 연구: 과학–산업연계에 대한 특허분석 중심으로

윤정원

2011.06.01. ~ 2012.04.30.

2012.04.26. ~ 2012.09.25.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오준병

2012.04.26. ~ 2012.09.25.

가치사슬을 고려한 기술혁신 요인과 기업 성과간의 관계 규정

방성식

2011.06.20. ~ 2012.01.3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과제 도출 연구

임채윤

2012.04.26. ~ 2012.09.25.

첨단산업의 지역적분포와 총생산성 향상–미국 사업체간 자원재배분의 역할 분석

이윤수

2011.07.01. ~ 2012.02.15.

2012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종합평가 계획 수립

조현대

2012.04.26. ~ 2012.09.25.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상생협력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조동환

2011.07.01. ~ 2012.02.29.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민철구

2012.04.26. ~ 2012.09.25.

기술혁신 및 특허의 결정요인 분석: KIS2010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오완근

2011.07.01. ~ 2012.05.31.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

이윤준

2011.07.01. ~ 2013.04.30.

연구중심병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

이우성

2011.07.12. ~ 2012.01.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이재억

2011.07.18. ~ 2012.07.17.

기술녹색도 평가·활용을 위한 방법 및 DB개발（Ⅱ）

장진규

OECD 라틴아메리카 과학기술정책 분석 연구참여

장용석

: 한-라틴아메리카 협력방안 도출

2012.04.26. ~ 2012.09.25.

한국 이공계 대학원생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기 회의에 대한 분석

장하원

2012.04.26. ~ 2012.09.25.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인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낙인
(Negative Stigma)의 형성, 구조, 변화분석과 정책적 해소방안 탐색

김서용

2012.04.26. ~ 2012.09.25.

적정기술 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및 활용 방안 연구

배귀희

2011.09.08. ~ 2012.03.31.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술규제의 개선

이광호

2012.04.26. ~ 2012.09.25.

한국방위산업체의 총요소생산성 변화–특허의 기술적 이동을 중심으로

오동현

과학기술 특화대학의 청년기업가인재양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 POSTECH 등 기술창업사례·정책·조직분석을 중심으로

2011.09.16. ~ 2012.02.29.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기획연구

서지영

2012.04.26. ~ 2012.09.25.

박문수

2011.10.01. ~ 2012.02.29.

나노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조사 분석

이광호

2012.04.26. ~ 2012.09.26.

한국제조기업의 기술혁신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전략

박다현

2011.10.01. ~ 2012.09.30.

한-튀니지 과학기술정책 컨설팅을 통한 과학기술협력 저변 확대

송치웅

서상혁

2011.10.01. ~ 2012.09.30.

한-UNDP 협력사업(2차년도)

이명진

Leena Ilmola

2011.10.12. ~ 2012.03.12.

EU FP참여 확대 방안 수립 연구

최지선

2011.10.13. ~ 2012.01.31.

ETRI 35년 연구개발 성과분석

이우성

2011.10.19. ~ 2012.03.31.

국내외 정부장학금을 활용한 과학기술 분야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교육 등을
위한 종합지원방안 연구

엄미정

2012.04.27. ~ 2012.11.30.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 분석사업

2012.05.01. ~ 2012.09.30.

Extreme Event in Korea

2012.05.01. ~ 2012.11.30.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위탁연구

조영훈

2012.05.15. ~ 2012.11.14.

중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자료 서치 및 분석

한철규

2012.06.01. ~ 2012.11.15.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유통사업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분석 연구

박종오

2012.06.01. ~ 2012.11.15.

연구장비 및 시설구축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분석

이영수

2011.11.01. ~ 2012.02.15.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방안

송치웅

2012.06.25. ~ 2012.12.24.

한–베트남 소재부품산업 육성 방안 수립

김윤명

2011.12.01. ~ 2012.12.31.

공생발전을 위한 신규 연구개발정책 및 사업에 관한 기획연구

안두현

2012.07.01. ~ 2012.12.31.

미래사회의 대응한 과학기술혁신 전략

김성수

2011.12.10. ~ 2012.02.09.

정부 R&D사업 기획 평가 관리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이세준

2012.10.09. ~ 2012.11.30.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수

출연(연)과 대학의 R&D 협력 방안 연구

박기범

2012.11.01. ~ 2012.02.28.

2011.12.10. ~ 2012.02.09.

한러 상호학위인정협정 방안 연구

유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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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구사업

연구기간

108

연구과제

2013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연구과제

기관 현황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2011.12.26. ~ 2012.12.25.

남북한 교육 및 과학기술협력과제 도출과 관련 연구회 운영

김종선

2012.07.11. ~ 2012.12.10.

2012년 지식경제부 인력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책임자
홍성민

2011.12.30. ~ 2012.12.29.

희귀질환연구개발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기획

안두현

2012.08.01. ~ 2012.12.3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파급효과 진단 분석

이주량

2012.01.01. ~ 2012.12.31.

KIST 해외거점 모형 및 발전 방안 연구

장용석

2012.08.01. ~ 2012.12.31.

농업기초기반 연구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진단 분석

이주량

2012.01.11. ~ 2012.03.10.

공생발전 기반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재편방안 연구

서지영

2012.08.13. ~ 2012.11.12.

한중일의 과학기술 육성전략 비교분석과 전망

홍성범

2012.01.31. ~ 2012.03.09.

중점협력국가별 과학기술국제협력 방안 연구

이우성

2012.08.20. ~ 2012.11.30.

감시정찰 센서네트워크 개발 과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재억

2012.02.01. ~ 2012.06.15.

2012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종합평가 실시 및 성과분석 정책연구

조현대

2012.09.01. ~ 2012.12.31.

산학연 협력 관련 정보망 효율화 추진 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손수정

2012.02.06. ~ 2012.05.05.

한국원자력의학원 본–분원 시너지 창출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윤문섭

2012.09.01. ~ 2012.12.31.

바이오경제시대 BT 출연(연) 미래 발전 전략

홍성범

2012.02.06. ~ 2012.12.31.

Innovation System Diagnosis and STI Strategy Development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이정협

2012.09.05. ~ 2012.12.31.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및 기업성장 효과에 관한 연구

황석원

2012.09.17. ~ 2012.12.30.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공간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설립 방안

조황희

2012.02.15. ~ 2012.08.29.

세계 수준의 연구센터(WCI)사업 성과분석 및 중장기 정책 방향 연구

이우성

2012.09.20. ~ 2012.12.14.

과학기술부문 잠재성장률 확충 방안

이우성

2012.03.01. ~ 2012.12.31.

국가 STI 전략 이슈 연구

이세준

2012.09.26. ~ 2012.12.21.

대학-연구기관發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김선우

2012.03.01. ~ 2012.12.31.

산학연 일체화를 위한 의제 도출에 관한 연구

김형주

2012.09.28. ~ 2012.12.31.

KIST 부설 녹색기술정책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정기철

2012.03.09. ~ 2012.08.08.

사회서비스 R&D 발전계획 및 로드맵 수립

장병열

2012.10.04. ~ 2012.12.31.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성과분석 및 기관연계형 개선 방안 수립

2012.03.16. ~ 2012.07.31.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엄미정

2012.10.26. ~ 2012.12.24.

경제사회 지표 변화 조사 연구(과학기술혁신 부문)

김석현

2012.03.19. ~ 2012.12.18.

출연금 확대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소관기관 주요사업 성과제고 방안 연구

민철구

2012.11.01. ~ 2012.12.31.

한국나노기술원 발전 방안

이광호

2012.03.20. ~ 2012.10.31.

과학기술의 변화전망과 가족의 미래

박병원

2012.03.29. ~ 2012.11.28.

기술집약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송위진

2012.04.01. ~ 2012.09.30.

201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출연기관 성과평가

조현대

2012.04.01. ~ 2012.10.30.

과학기술 문화사업의 활성화 방안

홍성주

2012.04.01. ~ 2012.12.31.

수도권 지역 R&D 역량 강화 방안

홍성민

2012.04.03. ~ 2012.11.30.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입지구상 및 세부사업 계획 수립

윤문섭

2012.04.12. ~ 2012.11.30.

산학연협력 R&D 정체성 제고 및 지원 효율화 방안

김선우

2012.04.19. ~ 2012.09.28.

민군겸용기술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및 민군간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재억

2012.04.20. ~ 2012.10.20.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하태정

2012.04.20. ~ 2012.11.30.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 방안 연구

윤문섭

2012.04.24. ~ 2012.11.30.

과학기술 법령체계 현황 및 개편 방안

양승우

2012.04.24. ~ 2012.12.23.

MB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평가 및 성공적 계승

황용수

2012.04.30. ~ 2012.12.15.

제2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 종합계획(2013~2017) 수립

서지영

2012.05.08. ~ 2012.11.30.

중국 기술별 지역별 협력지도 작성을 통한 효율적 한중협력추진 방안

홍성범

2012.06.01. ~ 2012.10.31.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R&D 분야)

하태정

2012.06.01. ~ 2012.12.31.

‘주도적 글로벌 협력 추진’ 부문 전략수립 연구

2012.06.04. ~ 2012.12.31.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조가원, 홍성민

2012.06.04. ~ 2013.01.31.

베트남 소재부품산업 육성 방안(Action Plan) 수립

송치웅, 윤문섭

2012.06.21. ~ 2012.12.10.

중국 내 R&D 전략의 국별 비교

손수정, 김선우

송치웅

홍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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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구사업

비전과
경영목표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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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1980년대

경영철학
사람과 사회 그리고 시대정신과 소통하는 과학기술

1987. 01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 설립

1987. 03

제1대 이종욱 원장 취임

1989. 07

제2대 김영우 원장 취임

1990년대

3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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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으로 개편·설립하는 방침 확정
1998. 08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7대
경영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1 선제적 정책연구를 통한 국정의제 선도
2 합리적 투명경영을 통한 기관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1999. 0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제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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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2002. 0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내 신기술경제성분석연구센터 신설

2002. 05

제9대 최영락 원장 취임

2004. 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내 혁신정책연구센터 신설

4 사람중심 인재경영을 통한 연구전문성 강화

20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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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방형 융합연구를 통한 사회적 기여도 제고

2005. 10

제10대 정성철 원장 취임

6 글로벌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도 확대

2008. 08

제11대 김석준 원장 취임

2008.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내 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 신성장동력센터, 글로컬협력센터 신설

2011. 08

제12대 송종국 원장 취임

3 양방향 소통경영을 통한 창의적 조직문화 구현

7 증거기반 과학기술 정책연구를 통한 정책신뢰도 제고

112

제7대 장문호 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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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2011 연구사업

조직도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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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현황

연구 실적 목록

2012.12.31. 기준
( )는 박사학위 소지자

총 79(56)명
임원(원장)

연구개발정책본부

R&D 정책

1(1)명

융합연구팀

연구자문위원회

공공복지
공공연구기관팀
지표통계팀

혁신정책본부

연구직

행정직

63(55)명

15(0)명

혁신제도
정책분석·평가

원 장

과학기술혁신(STI)지표

부원장
산업혁신본부

창조융합산업

2012년도 예산

(단위: 천 원)

중소벤처

경상운영비 4.7%

혁신인프라/지역혁신

시설비 5.2%
기타(차입금)
2.1%

농·식품생명 R&D팀

감사(비상근)

글로벌정책본부

STI 개발협력단

자체수입 41%

협력정책연구

수입

연구사업비
55.5%

동북아협력

인건비 32.5%

협력사업팀

미래연구센터

미래연구

과기인재정책센터

인재경영
과기일자리

정부출연금 59%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합계

기획경영본부

연구기획팀
예산관리팀
인사총무팀

지출

11,509,000

인건비

6,334,014

7,981,052

연구사업비

10,815,188

19,490,052

경상운영비

917,354

시설비
기타
합계

1,013,108
410,388

19,490,052

대외홍보팀
지식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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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구사업

2012 연구사업 방향

연구 관련 활동

연구 실적 목록

기관 현황

임직원현황 (id@stepi.re.kr)
원 장 실
원
연
행

구
정

<예산관리팀>

장 송 종 국 jksong
원 정 승 진 songjin03
원 유 지 은 jordan1022

부원장실
부 원 장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조황희
장진규
배용호
이춘근
성경모

hhcho
jgjang
yhbae
cglee
lumilyon2

감 사 실
감사(비상임) 이 혜 숙
실
장 박 평 규 ppk

명예연구위원
명예연구위원
명예연구위원
명예연구위원
명예연구위원

정성철
김석준
최영식
신태영

chungsc
ksj7979
yschoi
tshin

파견연구관
파 견 연 구 관 박 정 한 jhanp

기획경영본부
본 부 장
경영혁신팀장
선임행정원
선임행정원
행 정 원
행 정 원
행 정 원
행 정 원

이정원
한상수
정수정
조경화
이현정
장주희
박서진
최 미

leejw
sshan
chungsj
khcho
hjlee
jhjang
seojin86
miyaa

김형수
이선희
강민지
김보영

kimhys
monica
mjkang
by1984

<연구기획팀>
팀
장
선임행정원
연 구 원
행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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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선임행정원
선임행정원
행 정 원
행 정 원

| 공공복지 |
양진철
전대관
곽미선
정정환
이유리

yangjc
jundk
mskwak
jjh9917
alice

<인사총무팀>
팀
장
선임행정원
행 정 원
행 정 원
행 정 원
행 정 원

이상병
한미영
정의호
김지현
주진희
박수창

leesb
hanmy
cyberjeh
jhkim1108
dream2010
scpark

<대외홍보팀>
팀
연
행
행
행

구
정
정
정

장
원
원
원
원

오윤정
김유선
김영신
오미경
박소영

ohyoon
yskim
ureshiee
mkoh
ing3567

정
정
구

장
원
원
원

나상현
김용일
라경민
서현정

nsh
yikim
lakm
shj999

연구개발정책본부
본

부

장

안 두 현 dhahn

| R&D정책 |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kkkim
science
esyoo
ibun2

팀
장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연 구 원

김왕동
민철구
조현대
성지은
박미영
정윤성

wangdkim
ckmin
hdcho
jeseong
ollive
v4doosan

<지표통계팀>
장 강 희 종 kanghj

혁신정책본부
본

부

장 이 세 준 sjlee

| 혁신제도 |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윤문섭
황용수
성지은
양승우
이명화
권보경
류이현
박인용
최다연

msyun
yshwang
jeseong
swyang
mlee
bkkwon
ryhyun
penguine
dayeon77

| 정책분석·평가 |
이민형
정미애
김민주
이혜진
장은아
정교민

mhlee
miaejung
april
hyejinlee
jea4860
kcsons77

이광호
김승현
최종화
강지훈
이아정

leekh
shkim
jhchoi
jhkang
ahjunglee

<융합연구팀>
팀
장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김기국
서지영
유의선
고명주

<공공연구기관팀>

팀

<지식정보팀>
팀
행
행
연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홍사균
이재억
황석원
김주철
박건우
박찬열
박하얀

sghong
jolee
hsw100
Jckim
gwpark
chan10
hypark

| 과학기술혁신(STI)지표 |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이우성
김석현
김보현
이슬기

leews
skim
kbhyun85
sulgee7

구

원 정 현 주 stat93

산업혁신본부
본

부

장 하 태 정 hhhtj

| 창조융합산업 |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송위진
김석관
장병열
장영배
송다운
신광수
임 송
정연진

songwc
kskwan
jangpy
ybchang
dwsong
sksid2a
songlim
lunasea

임채윤
이윤준
박찬수
심동녘

Icy
caelee
pcs1344
sk4me

| 중소벤처 |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 혁신인프라/지역혁신 |
연 구 위 원 손 수 정 sjsohn
부 연 구 위 원 최 지 선 choijs
연 구 원 양 은 순 nell7212
<농·식품생명 R&D팀>
팀
장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이주량
박동배
정기철
강주연
남상욱
신영규
유하영

jrlee
dbpark
gcjeong
inging8479
drnut84
nick0514
yukawa

글로벌정책본부
본

부

장 이 명 진 leemyjin

<STI개발협력단>
단
연
연
연
연

구
구
구
구

장
원
원
원
원

이 정 협 jhlee
동그라미 grami
선 주 윤 juyoonsun
양 화 인 yangfine
Sira Maliphol siramalip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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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인재정책센터

| 협력정책연구 |
연 구 위 원 장 용 석 jang
연 구 원 서 정 화 jhseo
연 구 원 정 문 숙 moonsook
| 동북아협력 |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연 구 원

홍성범
김종선
유 철
조예진

sbhong
jskim
liuzheyes
eden0002

<협력사업팀>
팀
연

구

장 김 은 주 ejkim
원 황 정 민 jmhwang

미래연구센터
센

터

장 박 병 원 bwonpark

| 미래연구 |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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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철
송치웅
박성원
홍성주
양설민
윤정현
장성일
전찬미
정민주
황윤하

kchlim
cusong
spark
sungjoo
funwww
yjh5791
sungil
241072
mjjung
shinesum

센

터

장 홍 성 민 hsamu

| 인재경영 |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민철구
박기범
엄미정
박은진
서홍용
우새미
정미나
천새롬

ckmin
soli
umi
park0323
shr8631
smwoo
minaj
srchun

김선우
김형주
조가원
김민정

kimsw
hjkim
kawoncho
mjkim

| 과기일자리 |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