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013년 5월 7일에 창립 26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STEPI는 국리민복과 국제공영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룩한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성공적인 과학기술혁신에 힘입은 바 큽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의 뒤를 따라가던 추격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선도자의 입장
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추격형 발전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달라진 입장에 걸맞는 새롭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창조경제는 새로운 발전전략의 핵심입니다. 과학기술혁신은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난 한 해 STEPI는 효율적인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창의적인
과학기술혁신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천방법으로서 융합과 기업가정신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STEPI는 융합연구, 벤처창업, 과기
인재정책 문제를 다루는 전담조직을 두고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Young
Innovators Talk Together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TEPI는 정책연구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했습니다. 또한 구체적 활동의 일환으로 과학기술과 함께 하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 토론회와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 OD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TEPI는 일찍부터 대개도국
협력과 과학기술 ODA의 융합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실천할 전담조직으로서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IICC)를
설립했습니다.
정책연구 분야에서는 과거의 추격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선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주장으로
서만 회자되고 있습니다. STEPI는 미래연구센터를 통해 창조적 미래연구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선제적 정책연구 수행을 행동
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본 연차보고서에는 STEPI가 2013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모두 수록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과학
기술정책 관련 연구자, 정부 관계자 및 모든 국민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금년 말이면 STEPI는 서울에서의 연구활동을 마감하고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정책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굴을 맞댈 일이 없었던 정책연구기관들이,
이제 한 울타리 안에 정책연구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EPI는 세종시에서도 국가, 국민과 세계인류를
위한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서울에서의 27년 동안 STEPI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종시에서 시작하는 STEPI의
앞날에도 더욱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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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구사업 특징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리민복과 국제공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인적·사회적 혁신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등을 모토로 정책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2013년에는 신정부 출범 및 정부 조직개편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분야 선제적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수행에 더욱 노력하고자
하였다.

2013년의 주요 정책연구를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사회적 문제 해결 기여, 인적·사회적 혁신기반 강화 기여, 국제사회 발전 기여
라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책연구는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되었다.
첫째, 미래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가과학기술 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미래 경제사회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미래 신산업의
기술혁신 전망 및 발전전략”
,“국가 미래 메가성장 동력원 발굴사업 사전기획 연구”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장기 추세 분석”
,
“저성장시대의 효과적인 기술혁신 지원제도”등의 과제를 통해 미래 경제사회 변화를 위해 준비해야 할 과학기술정책 이슈 및
선제적 대응방안, 미래 신산업의 혁신 전망과 방안, 미래 메가성장 동력원 확보방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새로운 변화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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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구현과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신산업·신시장 개척 등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구현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기술창업의 성공조건과
지원정책”,“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의 역할과 기능”
,“한국
바이오 벤처 20년: 역사, 현황, 발전과제”
,“빅데이터 기반 융합 서비스 산업 창출방안”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사업 특징

“지식재산 인프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등의 과제를 통해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에 기여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셋째, 경제 및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시스템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균형재정 등 정부 재정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투자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정부 연구개발사업
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부처간 연계·협력 메커니즘”
,“소관부처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
“창의적 성과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개선방안”
,“융합연구사업의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특성 분석”
,“연구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주요 연구 실적

투자의 경제적 효과 평가 및 예측모형 개발”등의 과제 수행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사회적 혁신정책’패러다임이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삶의 질과 국민행복 향상을 위한 혁신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원
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과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발전방안 연구”
,“공공서비스와 과학
추진하여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인적·사회적 혁신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주요 연구 실적

기술의 연계 강화방안”
,“창조도시의 혁신정책: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시민참여형 혁신전략”등의 정책연구를 선제적으로

미래 과학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혁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의적 인재, 대학의 지식이전
활동, 지역 과학기술인력, 출연(연) 인력 등의 새로운 역할 및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미래 과학기술 인재상과 이공계
대학 지원정책의 전환 방향”
,“대학의 지식이전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지원방안: 대학 교수의 산학협력 동기를 중심으로”
,“지역 과학
주요 연구 실적

기술인재의 정주 현황 및 인재-산업 연계방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현황 및 개선방안”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국제협력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외교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경제영토 확장분야인 우주, 해양, 극지 등의 분야가 글로벌 차원에서 주목됨에 따라“청색경제(Blue Economy)의 부상과
과학기술외교의 효율적 대응전략”과제 수행을 통해‘청색경제’
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리하고,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국가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한 한국의 사례가 개도국 발전의 중요한
과학기술 ODA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로“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국제협력사업”등을 수행하여 개도국 과학기술
정책협력사업의 총괄 체계를 구축·지원하였다. 또한“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전략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를 수행하여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과학기술 분야의 통합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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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모범사례가 되고 개도국의 한국에 대한 과학기술정책 벤치마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2013년 연구실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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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부처간 연계·협력 메커니즘

연구책임자 이세준 | 참여연구원 이명화, 황용수, 홍사균, 양승우, 류이현, 김주철

연구목적

■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방안
– 전주기 모니터링 시스템 이슈들의 선정방식, 목표 구체화에
대한 고려 필요
– 전주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담당한 주체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 해결 선행

주요 연구 실적

■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부처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증연구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부처간 연계·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정책대안

– 전주기 모니터링을 책임질 주체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 확보

주요내용
■ 과학기술 분야 부처간 연계·협력 관련 문헌연구
– 부처간 연계·협력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한 이론

고찰

–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사업 선정과 전문성 및 책임의식
확보
– 다부처 협력 사업의 목표를 구체적이며 문제 해결형으로 설정
– 부처 조정주체에게 충분한 권한 및 협력담당자들에게 평가
가산점 부여
– 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다부처 특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과학기술 부처간 연계·협력 관련 공무원 대상 인식조
사 시행

– 다부처 사업을 위한 새로운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정책 환류

주요 연구 실적

적인 배경을 설명
– 과학기술 분야 부처간 연계·협력에 대한 기존 접근들에 대한

■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 실천과제

강화

– 과학기술투자 관련 상위 10개 부처·청을 선정하여 총
292명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을 바탕으로 4가지 분석 차원(협력자원, 유인기제, 협력

주요 연구 실적

방식, 협력문화)을 도출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범부처 협력에 대한 사례연구
– 기후변화 사례에서 부처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
분석 차원에서 검토
– 기후변화 대응 사례분석을 통해 다른 범부처 협력이슈들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 도출

■ 전주기 모니터링 시스템의 의미와 시사점
– 실증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력 촉진을 위한 전주기

주요 연구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영국의 사례를 소개
–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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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의 효과적인 기술혁신 지원제도
연구책임자 성지은 | 참여연구원 송위진, 김왕동, 김종선, 정병걸, 박미영, 박인용, 정연진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저성장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혁신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도출이 목적

정책대안
■ 문제 해결 중심의 패키지형 설계와 정책 조합
■ 성과 창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제도 설계

■ 추격형 혁신 및 기술공급 위주에 맞춰진 기술혁신 지원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저성장기에 중점적
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 도출과 개선방향을 제안

■ 성장 단계별 지원제도 차별화
■ 수요 기반 혁신정책 개발 및 활용

주요내용
■ 저성장시대의 정의와 과제
– 저성장 경제의 관점과 과제
– 우리나라 경제의 현황과 전망
– 저성장시대의 혁신활동 특징과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변화

■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개요
–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개념과 발전과정
– 우리나라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진화적 특징

■ 주요 선진국의 저성장 대응과 시사점
–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저성장에 이미 진입, 변화를 거치고 있는
주요국들의 혁신정책 동향과 기술혁신 지원제도 변화를 분석

■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실태 분석
– 조세, 인력, 투·융자, 공공구매, 법제도적 인프라로 나눠
연계·통합, 전주기적 관리, 수요 기반형 관점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과제를 분석

■ 제도개선 방향과 정책적 제안
– 저성장기에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 도출과 개선
방향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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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제도 등 사회혁신 지원제도 개발·확대
■ 기술혁신 지원제도를 둘러싼 혁신 거버넌스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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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양승우 | 참여연구원 최지선, 이명화, 김재경, 권보경, 한정선

연구목적

정책대안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를 통한 법안 개정 정책 자료로 활용

■ 이에 따라 국가혁신시스템 및 국정 Agenda인 창조경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결과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이 필요함

– 전주기 모니터링을 책임질 주체의 업무역량과 전문성 확보

– 전주기 모니터링 시스템 이슈들의 선정방식, 목표 구체화에
대한 고려 필요
– 전주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담당한 주체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주요 연구 실적

■ 창조경제시대에서 기업 내지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
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분야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하여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저조한 수준임

책임에 대한 문제 해결 선행

■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 실천과제
– 금융투자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과 조세제도 정비방안 제시
관련 법제 개선방안, 기술거래기관 등 민간부문의 혁신역량

주요내용

강화방안 제시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관련 법제간 부정합성 제어를 위한

■ 국가과학기술정책 관련 주요 법제 영역의 하나인 연구
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부문에 특화하여 관련
법제들의 정책수단들간 정합성 분석

개정안,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실시권 허여 내용과 관련 부정

주요 연구 실적

– 기술지주회사제도 정비방안, 연구소기업 관련 등록취소 사유

합성 제어를 위한 개정안, 기술료 결정방식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 공공기관 연구원의 기존 휴직기간의 연장, 농업 분야 연구직
공무원의 창업을 위한 휴직·겸직 규정의 도입

주요 연구 실적

■ 외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제 개편의 시사점 도출
– 연구개발성과 귀속 법제 분석
–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사업화 관련 하부구조 분석
– 기술금융 법제 분석
– 조세지원제도 분석

■ 우리나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 분석
– 소관부처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법제 분석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조직 법제 분석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기술금융 및 지원 법제

주요 연구 실적

분석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법제의 개선방안
– 자본조달 법제 개선방안
– 조직 인프라 법제 개선방안
– 연구개발성과 귀속 및 기술료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창업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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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장기 추세 분석
연구책임자 홍성주 | 참여연구원 신태영, 엄미정, 전찬미, 원영재, 양설민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창조형 전환을 추구해 온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지난 10년간 추세를 성찰적으로 이해하고, 그로부터 향후
혁신정책 형성에 필요한 정책 관점과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책대안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전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최상위 과학기술정책에서 일관된 시각의 채택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위상 및 전략 강화
– 수요 지향성의 강화와 미래 인식 심화
–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제도화 및 정책로드맵 도입
– 조정형 과학기술정책 기능의 강화

주요내용
■ 혁신정책 이론사적 고찰

■ 창조형 과학기술혁신정책으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정책 아젠다 제시

– 혁신시스템 및 혁신정책 이론의 발전과 확산을 이론사적

– 혁신시스템의 창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혁신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그간의 이론 동향 추세를 파악
– 혁신시스템 분석 방법론, 특히 시스템 실패를 진단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 도구론의 발전 양상을 추적
– 최근 혁신정책 이론에서 당면과제로 부상하는 정책 문제들을
조사

■ 주요국 혁신정책 추세 분석
– 독일, 핀란드, 영국, 미국 4개국에 대해 이들 국가의 지난
10여년 국가 차원의 혁신정책 추세를 분석
– 각국 사례조사를 통해 혁신정책 패러다임과 전략, 정책
거버넌스 및 정책기조, 혁신정책 실행의 성과를 분석
– 주요국 혁신정책 추세 분석으로부터 시스템적 관점의 도입과
같은 정책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세 분석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세 분석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범부처 전략으로 작동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지난 10여년
정책 추세를 분석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 패러다임과 전략의 변화를 고찰
–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및 정책 기조의 변동을 분석
– 주요 정책부문별 예산 및 정책사업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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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사용자, 혁신 실험의 허용자, 벤처적 접근의 투자자,
실패로부터 배우는 혁신자로서의 역할을 제기
– 현 과학기술정책 영역의 제한성을 인지하고, 창조형 전환을
위한 혁신시스템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이행 논점을 제기

연구실적 목록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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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산업의 기술혁신 전망 및 발전전략:
프레임워크 개발 및 탐색적 적용

연구책임자 하태정 | 참여연구원 박병원, 김석관, 정기철, 김승현, 장병열, 임송

연구목적

■ 맞춤형 의료산업
– 맞춤형 의료가 충분히 확산된 경우: 병원과 기업 등의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지원과 국내 의료시장 개방에 대응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정책
– 의료시장이 개방된 경우: 기업들의 해외 맞춤 의료 서비스

■ 이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 현재 추진 중인 미래 성장
동력의 성공적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신산업의
미래 혁신체제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 실적

■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 성장동력 창출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신산업이 직면할 미래의
시장/기술/제도 등의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에 기반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함

정책대안

업체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적극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 스마트 물류
– 스마트 물류 분야 국내 개발 기술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

– 물류기업의 인증제도, 공공물류 시설에 대한 입주권 부여
등으로 물류기업의 종합화, 대형화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분석 틀 정립

제고 방안 수립

– 산업혁신체적 접근: 지식/기술, 행위자/네트워크, 제도 등
– 혁신의 동인 도출: 과학기술적 동인, 시장 수요, 글로벌 트렌드 등

■ 스마트 시티

– 변화의 조건 및 저해 요인: 제도 변화, 조직구조 변화, 공진화 등

– 주요 스마트 시티 등의 인프라 구축 수준, 지역 특성, 인프라

■ 산업혁신체제와 미래 예측의 결합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산업혁신체제의 구성요소와 변화의 추동요인(driving
force)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주요 혁신 테마 및 태동기
시장에 대한 예측을 결합하여 정책적 대응전략 모색

– 민간 주도 스마트 시티 시장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주요 연구 실적

정책적 지원

노후 등을 반영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 확대 우선순위 결정

문제점의 선제적 해결

■ 사례분석: 맞춤형 의료산업,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주요 연구 실적

공공정보의 제공, 기술적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 등 제도적

주요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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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의 역할과 기능
연구책임자 이주량 | 참여연구원 박동배, 엄미정, 정기철, 최종화, 강주연, 남상욱, 김권범, 양한주, 주원

연구목적

■ 공공 R&D와 민간 R&D의 협력 관계 확인
–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공공 R&D와 민간 R&D의 협력성을

■ 오늘날 신성장동력으로 농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긍정적인
산업연관 효과를 감안한 농업 정책이 고려되고 있음

확인하고, 본 연구가 사용한 모든 모델들에서 다른 부문에

– 그러나 농업의 시장적 가치에만 주목하고 있는 현 농업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

비해 농림어업 부문의 경우 공공 R&D가 민간 R&D 증진

R&D 범위를 농업의 비화폐적 성장까지 고려한 범위로 확대
할 필요가 있음

정책대안
■ 본 연구는 광의적인 농업 R&D 개념을 통해 농업 R&D와
환경 및 식량안보라는 다원적 기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또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과 민간 R&D 증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밝히려는 현재의 연구 추세에 부합
하여, 이를 위한 농업 R&D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 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위한 지속
적인 정책 추진

주요내용
■ 농업의 신성장동력화 연구를 위한 개념으로서 농업의 3절
구조 제시
– 본 연구는 3절 구조라는 개념을 통해 농정, 통상, R&D의 3각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 제시
– 이를 바탕으로 농업 R&D의 공공성, 협력성, 연계성이라는 추가
개념을 발굴하고, 이 개념에 따라 농업 R&D의 효과를 실증적
으로 분석

■ 한국 농업 기술혁신의 경로와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한국 농업 R&D 투자 현황에 대해 진단
■ 농업 R&D의 다원적 기능 고찰
– 다변인 회귀분석을 통해 농업 R&D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 실증
분석
– 다변인 회귀분석을 통해 농업 R&D와 식량안보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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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비화폐적이고 다원적 기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성과 평가체계 확립
■ 농업 R&D 거버넌스 문제 해결 필요성 확인
– 농정, 통상, 기술개발의 영역별 특성에 맞는 수행기관이 합리
적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
있음

연구실적 목록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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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의 성공조건과 지원정책
연구책임자 이윤준 | 참여연구원 정기철, 장병열, 나청호

연구목적

–‘창업단계-성장단계(창업기~IPO)-성숙단계(IPO~천억달성시)’
의 단계별 분석
– 기계/제조/자동차 분야와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분야 비교

주요 연구 실적

■ 창조경제의 핵심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창업벤처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창업벤처의 성공경로 파악이 필요

분석

정책대안
■ 본 연구는 창업기업이 매출액 천억 이상의 천억벤처와
같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창업-생존-성장-성공’
의
성공경로 및 각 단계별 성공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
창업기업의 성공경로에 따른 효과적 정책제안을 통해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창업인재 양성
– 취업과 연계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선취업-후창업 지원
사업’추진
– 해외시장 타깃의 창업계획을 갖고 있는 이공계 석박사 과정

주요내용

■ 창업기획사 활성화
– 멘토링, 국내외 투자 연결 등 시스템화된 창업기획사 지정 지원

■ 국내 창업벤처 현황 및 문제점
– 창업생태계 문제점 : 기업가정신 약화, 아이디어 및 기술 기반
창업 약화, 교육 및 멘토링-투자-성장-재도전의 연계 미흡
– 창업지원제도 문제점 :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모럴헤저드

– 창업기획사 주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을 활용하는

주요 연구 실적

대상의‘글로벌 창업인재 양성 프로그램’개설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추진
– 창업기획사 등의 투자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세컨더리
펀드 확충

발생, 정책 활용 및 실효성 저하

– 대학(원)생의 미래 창업의향 조사 결과, 창업에 대한 의향이
높음
– 미래 창업의향이 있는 대학(원)생 대부분 취업 후 창업을 보다

– 창업단계 : 외부기술 사업화 지원, 직무발명보상 강화(혹은
기술유출 규제 완화)
– 성장단계 : 상장요건 완화, R&D 역량 강화 지원
– 성숙단계 : 제품 및 사업 다각화 지원

주요 연구 실적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창업준비단계 창업의사 결정요인 분석

선호

■ 창업단계 성공요인 분석
– 창업단계에서의 창업기획사 중요성
– 공공 창업기획사인 3DS 사례 성공요인 분석

주요 연구 실적

– 민간 창업기획사인 미국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사례
성공요인 분석

■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 분석
– 어떤 특징을 가진 벤처기업이 매출액 천억을 빨리 달성하는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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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인프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Ⅱ)
연구책임자 손수정 | 참여연구원 신태영, 김종선, 황석원, 양은순

연구목적
■ 지식재산(IP) 환경과 가치의 급속한 변화 속에 지식재산
전략은 연구개발(R&D) 및 비즈니스 전략과 밀접히 연계
– 2000년대 들어 지식재산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짐
– 지식재산의 가치 및 파급효과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R&D
및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범위에 따라 국내 뿐 아니라 국외로
확산 가능함

■ 지식재산 관련 투입(input) 및 산출(output)에 비해 경제적
가치로의 전환 성과(outcome) 취약
– 지식재산의 경제적 성과 확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인프라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 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

■ 지식재산 인프라의 단계별 진화: 진입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 진입단계: 지식재산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으며, 혁신역량 관점에서도 역량이 미흡한 국가들
이라는 특징을 가짐
– 성장단계: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국가들로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추진함
– 성숙단계: 지식재산 인프라에 대해 국제적으로 많은 책임을
부여받은 국가들이 속함

정책대안
■ 지식재산 인프라의 진화 단계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설계
– 진입단계: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을 설계함

주요내용

– 성장단계: 지식재산 관련 공정사회 토대 마련이 시급함
– 성숙단계: 자국 내 인프라 보완 및 글로벌 공동이슈 대응 노력이

■ OECD 32개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종합수준 비교를 위한
지표 설계 및 조사·분석
– 한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종합지수는 비교대상 32개국 중에서

요구됨

■ 한국의 지식재산 로컬 인프라 지원 과제

17위 수준
– 한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수준은 OECD 상위 5개국 평균의
74.7%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식재산 창출 환경(R&D 투입
및 특허창출 수준)에 비해 인프라가 많이 취약

■ 지식재산 글로벌 인프라와 로컬 인프라 수준 비교
–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등 기술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국가
들은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인프라의 대내환경, 즉 로컬 인프라에
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보임

목표

세부 과제

문화인식
제고

❶ 대-중소기업 간 IP 자산관리 시스템 설계
❷ 산학연 협력 공동 R&D 성과물 관리
가이드라인 설계

전문인력
양성

❸ 중소·중견기업 IP 멘토링 제도화
❹ IP 심사인력 양성

플랫폼
전문화

❺ TLO 역량 강화

– 반면 한국은 글로벌 인프라에 비해, 로컬 인프라 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지식재산 로컬 인프라 경쟁력은 거버넌스를 제외한
문화인식, 전문인력, 플랫폼, 연결통로 인프라 경쟁력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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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통로
효율화

❻ Innovation Box 도입
❼ 적정 IP 보상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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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사업의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특성 분석
연구책임자 이광호 | 참여연구원 김승현, 최종화, 서지영, 강지훈, 이아정

연구목적

■ 융합연구 정책 및 사업 추진 개선방안
– 탈추격형 목표 설정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융합연구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통령 프로그램의 추진
– 융합연구사업의 주체, 예산, 기간 등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목적

■ 융합연구의 효과성 제고와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근거 발굴이 필요함

지향형으로 전환

주요 연구 실적

■ 융합연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고조와 관련 R&D 예산
급증에도 불구하고 융합연구의 지향성과 차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정책대안

– 기초단계의 융합연구 성과를 타 부처·사업으로 이전하여 후
속연구 추진

■ 융합연구조직의 육성 정책방안
– 융합연구 목적성 강화를 위한 선순환적 산업생태계와의 연계
체계 구축
– 이를 위한 각종 제도 보완, 기술이전의 다양화, 공공구매의
적극적 활용
– 외부 연구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연구방법론 개발

주요내용

등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

주요 연구 실적

■ 국내외 융합연구 관련 정책과 사업을 비교·분석하여
융합연구의 지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융합
연구의 수행주체인 융합연구조직이 갖는 기존 연구조직
대비 차별성을 분석하여 융합연구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융합연구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연구자·연구조직에 대한

■ 문헌연구
– 융합연구의 개념과 분류
– 융합연구와 융합조직에 대한 실증연구 및 선행연구 분석

성과 평가체계 개선
– 공공부문 융합연구조직 연계를 통한 기초·원천 분야의 지식
교류와 상호학습 증진

주요 연구 실적

– 융합조직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 기술시스템 이론 활용

■ 국내외 융합연구사업의 실태조사
– 미국과 유럽 및 우리나라 주요 융합연구 관련 정책 및 대표
사업의 추진 방향
– NTIS 기반의 융합연구 세부 사업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융합연구조직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대학 및 출연(연)의 융합연구조직 현황 분석

주요 연구 실적

– 전공간 거리분석을 통한 대표적 융합연구조직 선정 및 기존
연구조직과의 비교분석
– 혁신시스템 관점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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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와 과학기술의 연계 강화방안
연구책임자 서지영 | 참여연구원 이광호, 최종화, 고명주, 조규진, 신영규

연구목적

보건서비스 사례를 통한 문제 발굴
– 분석 대상: 사례는 1차 예방에 관련된 서비스로서 U-Health

■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국민의‘생애 전주기적 보장’
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건강, 안전, 환경 등에 관련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시스템과 환경유해물질 관리 서비스, 3차 예방에 관련된
서비스로서 재활서비스를 선정
– 분석 내용: 복지-과학기술-산업의 연계 현황과 연계를 저해
하는 문제요소 발굴

■ 특히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보건서비
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음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중점과제 도출

– 또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데,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더 많은 복지수혜 대상이 적은 비용

정책대안

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공공서비스 기술개발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한 기반
연구 강화를 통한 근거 기반의 서비스 기획

■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개발 성과가 공공
서비스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민의견 조사결과를 R&D 기획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의제 발굴 프로세스 수립

■ 이러한 배경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으로 공공서비스
기술개발의 기획-개발-확산의 파이프라인 구축

주요내용
■ 문헌연구

■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를 위한 인문사회-자연
공학 융합연구 지원
■ 공공서비스 기술의 성과 확산을 위한 TLO 육성

– 이론적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개념과 공급체계, 제공 방식의
변화를 고찰

■ 공공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장 확대

– 공공서비스와 과학기술의 관계 및 연계성과 관련하여 공공
서비스에서 기술의 역할 고찰 및 공공서비스-기술 연계의
사례분석

■ 실증연구
보건서비스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 동향 분석
– 분석 대상: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된 질병치료 및
진단을 제외한 국민일상적 건강증진/건강관리에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1차 예방 및 3차 예방 중심)
– 분석 내용: 연도별 투자금액 및 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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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한 기술혁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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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발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송위진 | 참여연구원 성지은, 임홍탁, 장영배

연구목적

– 산업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차별화된 틀 제공

■ 사회·기술기획 능력 강화
– 사회문제의 현황,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상황, 관련 제도의
현황, 사회문제와 기술의 연계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기술문제 조사·분석시스템 구축

■ 이를 통해 관련 부처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 제시

– 사회·기술시스템론의 도입과 시스템 전환 프레임 강화, 기술

주요 연구 실적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연구개발체제 구축 및 발전전략 연구

정책대안

기획 능력 강화를 위한 방법·프로세스 개발, 사회·기술
문제 숙의를 위한 플랫폼 구축

주요내용

■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실증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과학기술적 성과인 논문이나 특허, 산업적 성과인 기술상업화
실적 등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 연구개발사업 평가와 달리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프로그램 사례 정리

사회적 효과가 중심이 되는 평가시스템 구축

– 유럽의‘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 프로그램’
– 사회적 효과 측정방법 사례

■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생태계 형성

– 일본의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추진체제

– 기술·서비스 개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활동을

– 미래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주요 연구 실적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특성 정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생태계 형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 사업의 전 과정에 기술개발 조직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의 연구개발 중간조직 설립 지원
– 리빙랩 방식의 사업추진 체제 도입

주요 연구 실적

민간 기업, 지자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냄
– 취약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주요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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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의 혁신정책: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시민참여형 혁신전략

연구책임자 송위진 | 참여연구원 성지은, 이은경, 박미영

연구목적
■ 인구와 자원소비가 집중되면서 도시에서는 에너지·환경,
주거·교통, 사회갈등, 치안, 보건복지, 경제발전 등
다양한 경제·사회문제가 발생

정책대안
■ 시스템 전환에 대한 장기전망과 기대 관리
도시문제 조사·분석·전망을 위한 융합연구 추진
–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구조화하고 사회문제를 조사·분석·
숙의하는 전문 연구사업 추진

■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이루어
지는 시민사회 참여형 혁신전략을 논의

도시 대상의‘시스템 전환(system transition)’사업 추진
– 도시를 대상으로 기술·제도·인프라·법제도 전반의 변화를
모색하는 시스템 전환사업 추진

주요내용
■ 시민사회 참여형 혁신과 시스템 전환

■ 시민사회조직-과학기술계의 결합
한국형 리빙랩 사업
–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고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 시민사회 참여형 혁신 사례분석

리빙랩 사업 추진

– 지역공동체 기반 혁신
– 리빙랩 사례
– 팹랩

시민연구실(Citizen Lab) 사업 추진
– 사회문제 해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연구실 설치·운영

■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참여형 혁신 사례 분석
■ 기반 구축
■ 정책제언

시민참여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 시민사회조직과 과학기술조직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시민참여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과학기술 관련 갈등 조정 기반 연구 추진
– 새로운 기술도입을 둘러싼 사회집단·분야들 간의 사회갈등
특성연구, 갈등 조정 프로세스 및 도구를 개발하여 과학기술
관련 갈등 조정 기반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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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개기능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정미애 | 참여연구원 김승현, 이유아, 안두현, 김수미

연구목적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과학

■ 국내 중개기능 개선 과제 제안
– 탐색기획 단계에서 중개주체를 통한 전문지식 제공 강화
– 지속가능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국가 단위의
Network of Network 구성

기술계의 혁신역량을 확장시켜 왔으나, 산업의 기술지식 수요와

– 정부와 연구자 간 양방향 소통 채널로 중개주체 활용

괴리된 공급 위주 성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옴

– 연구주체 성향에 따라 다양한 중개기능 포트폴리오 구성

– 2000년대 이후 수요자 중심으로 과학기술 기반을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산업과의 연계 정도가 취약한

주요 연구 실적

■ 개인적이고 분산된 지식네트워크와 정부 주도 산학연
협력의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 혁신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개기능 개선 과제를 제시함

정책대안

– 연구주체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중개
주체 역할 확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과학기술지식의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주요 연구 실적

매개 또는 채널로서 작용하며 흐름을 촉진시키고 조정하는
“중개기능”
의 점검이 필요함

주요내용
■ 중개기능 관련 이론 및 기존 연구 검토
– 혁신 시스템 내부 지식 흐름을 중개기능 관점에서 정리하고,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주체인 중개주체를 확인

주요 연구 실적

– 혁신 시스템 내 중개기능을 혁신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유형화

■ 중개기능 중요도 분석
– 국내 산학연 협력연구 관계자 대상으로 혁신과정 진행에서
중개기능별 중요도 조사
– 전문지식과 솔루션 제공, 연구팀 구성과 관련한 조언 및 조율
등 기능 제공의 중요성 확인

■ 해외 중개주체 사례 분석
– 주요 중개기능이 자생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중개주체 역할을

주요 연구 실적

영국의 KTN과 일본 동경대 DUCR 사례로 확인

■ 국내 혁신네트워크 사례 분석
– 국내 중소기업의 14개 혁신사례 분석 결과 연구주체별 성향에
따른 맞춤형 중개기능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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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과학기술 인재상과
이공계대학 지원정책의 전환 방향

연구책임자 홍성민 | 참여연구원 김형주, 조가원, 박기범, 김선우, 정재호

연구목적
■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주류였던 범용 인재 양성 및 인력
풀 확대 정책은 한계에 도달

정책대안
■ 대학 교육역량 강화와 다양성 확보 기반 구축
– 대학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
링과 진단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촉진하는 교육혁신사업에

■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기술혁신
전략도 창조적 기술혁신을 요구하게 됨

대한 대규모 기획 및 추진
– 교육역량 강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업 평가지표 및 평가
방식의 개선

■ 이에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자 및
엔지니어(Scientists & Engineers)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인재상과 환경 변화에 입각하여 과학기술인재의 주요
공급처인 이공계 교육 정책의 전환 방향을 모색

■ 기초소양 및 학습역량 중심 교육
– 학습역량 강화 중심의 프로젝트 방식 이공계 학부 교육 추진과
이를 위한 교수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교육활동 중심의
평가체제 마련
– 연구자 경력개발의 초기 단계가 되도록 이공계 대학원 교육

주요내용
■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키워드들의 중요성과 상호 관계를 표시한 과학기술인재의
퓨처스 휠(futures wheel)을 도출

체제 혁신

■ 과학기술인재의 경력개발 단계에 맞춘 사회교육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인재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R&D 사업의
기획 및 추진 등 지속적인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 과학기술직업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재에게 요구되는 직무 영향 요소의 변화
추세를 파악

■ 과학기술인재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
– 과학기술인재의 경력단계별로 차별화된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환경 요소의 변화와 직무
역량 변화를 감안하여 미래 과학기술인재상을 구축

– 과학기술인재 경력개발 컨설팅 제공: 전문가 양성 및 기반

■ 그 다음 미래 과학기술인재상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현재 이공계 교육의 변화 추세와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파악

■ 이공계 대학교육 혁신 인프라 확충

구축 선행

– 박사조사를 확장한 패널조사 신설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인재
경력개발 종합통계시스템 구축
– 이해관계자 참여형 이공계대학 정책 기획과 성과점검 시스템

■ 여기에 더해 기존의 이공계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시도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문헌자료를 이용
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
■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10년 후 우리
나라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및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공계 대학
교육의 개선 방향 및 주요 정책방안을 제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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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민철구 | 참여연구원 박기범, 조현대, 박은진

연구목적

정책대안
■ 연구인력 중심의 출연(연) 육성 및 지원정책 실행

■ 특히 연구인력이나 행정인력에 비해 관심이 낮았던 기술
및 기능인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역할분담체계 개편과
출연(연)의 연구지원인력 감소에 따른 연구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 연구비 양적 증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연구지원인력 확대

– 탁월성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인력의 확보·활용
정책이 중요

주요 연구 실적

■ 본 연구는 출연(연)의 연구지원시스템 진단을 통해 출연(연)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시스템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함

– 출연(연)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연구지원인력의 중요
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 연구지원인력 효율성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출연(연)의 공공기관 관리코드 해제를 통한 정원 제한의 유
연화

■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구사업 인력의 적정성 검토

■ 직무 특성에 맞는 정규직·비정규직 채용

– 최근 10여년간의 연구인력과 연구비의 변화 추이를 통해

– 연구지원인력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직무에 따른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구사업 인력 증가 추세 분석

정규직/비정규직의 채용 필요

주요 연구 실적

주요내용

– 연구비와 연구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이론분석과 현장조사를
특허, 기술료, 논문 등의 산출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

■ 기술·기능직의 직무 특성에 맞는 직군 이적 및 개편방안
제시

– 연구비와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간의 적정비 산출을 시도

– 직군 고유 업무 외에 다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통해 연구비와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등의 투입요소와

효율성 제고

인사 및 임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연구기관의

■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통한 기술 및 기능직의 직무생산성
향상

연구인력 지원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도출

– 기술/기능직의 직무 명료성 확립과 함께 연구/행정직과의

– 각 직군별 인력 현황과 직군과 직무의 명확한 역할분담 여부,

– 주요국의 인력운영시스템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출연(연)의

주요 연구 실적

많아지면서 직군 개편과 직무 재배치를 통한 지원업무의

■ 국내외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지원시스템 현황과 과제
도출

명확한 업무 파트너십 협성을 통한 직업의 정체성 확보

인력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사점 제시

■ 비정규직 관리체계 개선
– 현실과 직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규직의 적정
상한선 비율 설정 필요

–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계한 연구인력 운용시스템 도출
– 인력지원체계의 새로운 대안 제시와 연구지원인력의 양적ㆍ
질적 수급 최적화 방안 등 공공연구조직의 연구지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생산성 제고 방안

■ 연구지원인력의 근접지원 시스템 구축
– 지원직무 속성에 따라 근접/비근접 분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안 제시

–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와 정부지원 방안

25

주요 연구 실적

■ 과학기술계 연구회 소속 출연기관의 연구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인력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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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지식이전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지원방안:
대학 교수의 산학협력 동기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형주 | 참여연구원 정미애, 엄미정, 서홍용

연구목적

– 즉 하이브리드형 교수들의 경우 산학협력 활동에 수반되는
기회비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 본 연구는 대학 교수 개인 차원의 산학협력 동기를 분석
하여 정부의 산학협력 동기부여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차원에서 부담이 적은 산학협력 지원 방안에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음

– 산학협력 문화의 정착 및 확산의 한계라는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개인 차원에서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

정책대안

(value orientation)과 동기(motivation) 및 산학협력 활동을
분석하고자 함
– 이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대학 교수의 산학협력 동기부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에 기반
하여 대학 교수의 산학협력 동기부여 방안을 제시함
– 특히 대학 교수들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 유형에 따라 동기
부여 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하이
브리드형 교수와 산학협력형 교수를 구분하여 동기부여 지원

주요내용
■ 대학의 지식이전과 산학협력: 개인 연구자 관점
– 대학의 지식이전이라는 역할을 개인 연구자 관점에서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협력의 조건과 동기 유형에
관한 개념들에 기반하여 산학협력의 조건과 동기의 분석 틀을
제시함

■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 유형과 동기의 다양성 분석
– 분석 대상 국내 대학교수들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은 크게
상아탑형, 수단적·제한적 하이브리드형, 산학협력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대학교수들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은
크게 자율성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경계 업무(boundary
work)’
의 관점(하이브리드형)과 본질적인 가치를 내재화한
관점(산학협력형)으로 구분됨
– 산학협력의 동기는 금전적 보상(gold)뿐만 아니라 명예
(ribbon), 내적인 만족(puzzle), 교육자로서의 만족
(education) 등 사회적, 심리적 동기를 포함하고 있음

■ 대학 교수의 산학협력 동기부여 조건 분석
– 대학 교수들의 산학협력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 따라 대학
교수들의 산학협력 동기를 부여하는 조건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히 대학 교수들의 산학협력 동기는 연구와 교육 등 다른
활동과의 관계에 의해 강화되거나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26

방안을 제안함
– 또한 간접적인 동기부여 방안으로 학생을 포함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산학협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제고 방안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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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에의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책임자 홍사균 | 참여연구원 박하얀

연구목적

주요내용

■ 시험장비 및 시설 분야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방안
주요 연구 실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개발 활동에서 소외된 학생, 주부,
회사원, 경력 은퇴자, 개인 사업자 등이 창의활동을 활발
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시설 등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정책대안

– 시제품 제작 공간 확충
– 공공연구기관의 시제품 시험·평가 서비스 제공
– 대학의 실험 및 시제품 제작 공간 마련

■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유통 분야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방안
– 국가연구개발성과 공개

■ 개념적 고찰

– 정부 보유 공공데이터 공개

– 창의성과 창조경제

■ 연계 및 지원 기관 분야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방안

– 창의활동과 하부구조

– 창업 관련 업무 거점 조직 육성

주요 연구 실적

– 창조경제에서의 국민 창의활동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개인 창업 지원기능 강화

■ 창의활동에의 국민 참여 현황 분석

– 창업제품에 대한 홍보·유통기능 강화

– 창의활동에서 국민 참여 의미와 유형
– 창의활동에의 국민 참여 현황 분석
– 국내외 사례 분석

주요 연구 실적
주요 연구 실적

27

18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K-ARPA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책임자 송치웅 | 참여연구원 홍성범, 김기국, 장용석, 서정화

연구목적
■ 창조경제와 선도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활동은 와해성
(breakthrough) 기술의 개발과 미래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정책대안
■ K-ARPA 구축방안(안)
임무
– 미래의 국가 아젠다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민군기술협력 및 재난재해 방지

■ 본 연구는 미국의 DARPA를 벤치마킹한 K-ARPA 구축을
제안함으로써, 선도형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개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조직 및 거버넌스
– 탄력적이고 평면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창조역량 극대화
– 거버넌스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조직의 자율성 극대화

주요내용

인력관리
– 최고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 동원

■ K-ARPA 구축의 필요성
–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과 선도형 혁신의 필요성
– 민군기술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주요 이슈

대외관계
– 정부, 기업 및 학계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성과 활용 및
확산의 극대화

■ 미국 DARPA 모형과 그 확산
– DARPA의 도입 배경, 주요 임무, 조직 및 운영 전략과 주요
성과
– ARPA-E, HS-ARPA 및 I-ARPA의 도입 사례

■ ARPA 모형의 한국적 적용과 과제
– ARPA 모형의 성공요인 및 한국적 적용에 있어서 고려사항
검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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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과학기술인재의 정주 현황 및
인재-산업 연계방안

연구책임자 박기범 | 참여연구원 이윤준, 김선우, 심현금

연구목적

– 졸업 이후 취업 경로 분석 결과 5+2 광역권 구분보다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공계가 비이공계에

■ 연구의 배경: 지방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대
역할 증대

비해 더욱 타 지역으로의 이탈 비중이 높음
– 지역 혁신 여건과 배출인력간 질적 매스매치가 높을수록 지역
단위의 인력부족율이 높고 학과의 경우 취업률 저조

– 과학기술과 인재, 지역산업간 기술혁신체제 정비를 위해서는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주요 연구 실적

– 창조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사회적 기대

정책대안
■ 정책방향

– 비수도권 지역은 고급인력의 유출로 인재난을 호소하는 반면

–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시키는 것과 함께 대학도 산업계

지역의 과학기술인재는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인력 미스매치

수요와 괴리된 교육·연구시스템을 변화된 현재 환경과

심각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새롭게 구조화할 필요

– 지역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지역에서의 과학기술 인재-산업 정주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서는 지역 출신의 우수 과학기술인력이 지역 내에 머무를 수

대학의 개혁과 정부의 지역정책, 그리고 노동수요를 대학

있는 정주구조의 개선이 필수적

교육에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함께 연계되어 추진
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주요 연구 실적

■ 연구 목표: 지역에서의 인재 정주구조 개선을 위한 지역
대학 지원방안 도출

■ 정책과제
– 대학의 지역수요 친화형 교육 개혁
– 산업수요-교육-일자리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수요 측면에서는 본격적인 경제개발 이후 지속되고 있는

– 고등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

주요 연구 실적

■ 지역 혁신 환경
지역간 경제력 격차에 의해 연구개발활동과 인력의 지역
편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에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걸림돌로 작용
– 공급 측면에서는 연구와 교육의 질 문제 등 산업 추세 미반영에
대한 기업의 대학 교육에 대한 불만족 증대

■ 지역의 과학기술 인재-산업 미스매치
– 지역별 유망 기술 및 산업 분야와 지역에서 배출되는 석박사
인력 전공 비교 결과 일치도는 50% 수준으로 질적 미스매치가

주요 연구 실적

심각

■ 지역 과학기술인재의 경력 경로 분석
– 출신 대학 소재지와 첫 직장 위치의 일치 비율은 64.3%로
지역의 산업 수요는 지역대학에서의 공급이 우선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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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융합 서비스 산업 창출방안
연구책임자 장병열 | 참여연구원 김영돈, 최지선

연구목적
■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융합 서비스 산업
창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단순한 빅데이터 활용 또는
IT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에 기반한
융합 서비스 산업 창출 관점에서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함
– 특히 본 연구는 전체 서비스 산업 중 안전 서비스 산업에
초점을 맞춤

■ 7장 안전 융합 서비스 사례 유형 및 융합 서비스 창출
구조에서는 국내외 사례별 비교분석, 유형화 및 공공
부분과 민간부분에서 빅데이터 수준에 따른 사례 유형
및 특징 분석을 실시하였고, 안전 융합 서비스 창출 구조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 최종적으로 8장 빅데이터 기반 안전 융합 서비스 산업
창출방향 및 과제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

주요내용
정책대안
■ 본 연구는 1장 서론에 이어, 2장 빅데이터 개념 및 선행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기관들과 학술연구에서의 빅데이터
개념을 조사하고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학술연구 동향을
조사분석
■ 3장 빅데이터 관련 시장 및 안전 서비스 산업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국내외 시장 전망과 함께 안전 서비스 산업
현황을 분석
■ 4장 빅데이터 관련 정책현황 분석과 시사점에서는 국내
빅데이터 관련 부처별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며, 미국, 영국, 일본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을 분석
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
■ 5장 해외 빅데이터 기반 안전 융합 서비스 사례에서는
11개 해외 안전 융합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
■ 6장 국내 빅데이터 기반 안전 융합 서비스 사례에서는
8개 국내 안전 융합 서비스 사례에 대한 심층조사와
개발과정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30

■ 빅데이터 기반 안전 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서비스 R&D
사업 시행
■ 빅데이터 기반 안전 융합 서비스 모델을 위한 핵심기술
R&D 지원
■ 빅데이터 기반 치안 융합 서비스 R&D 연구소 설립
■ 치안 빅데이터 품질 고도화 및 빅데이터 개방·공유
■ 빅데이터 기반 안전 융합 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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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별도 법률 제정방안
연구책임자 양승우 | 참여연구원 최지선, 이명화, 김재경, 권보경, 한정선

연구목적

■ 학술연구의 측면
–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지배구조 재설계라는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안 제시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과학
기술 법제 지배구조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영역

주요 연구 실적

■ 국가과학기술정책상“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
이 아닌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
이라는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역할의 재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한정된 정부
R&D예산의 효율적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정책대안

에서의 법제 개선방안 제시

■ 정책연구의 측면
– 정책연구 과제로서 최종적인 연구성과로 (가칭)
「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입법(안) 제시
–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으로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제정방향 도출

주요내용

주요 연구 실적

■ 본 연구는 과학기술 법제 중 연구개발 법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과학
기술 법제 지배구조 하에서 소관부처별 영역별 부정합성을
해소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정
책 총괄규범으로서의 입법(안)을 도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동향 분석
– 외국의 연구개발 법제 분석
–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주요 연구 실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별도 법률 제정의 기본방향 도출
–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규범체계 정립
– 연구의 자율성 보장 및 책임성 확보
– 연구개발 관리 중심에서 연구개발성과 활용 중심 법제로의
개편

■ (가칭)「국가연구개발 혁신 촉진법」
의 제정 방향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법제의 개편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과정의 개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주요 연구 실적

–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 촉진
– 연구개발 결과 사용에 대한 기술료 수취제도 통일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대한 이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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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성과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이민형 | 참여연구원 성경모, 이혜진

연구목적

■ 연구개발 환경과 창의성 요소의 적합성

■ 정부는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2012년 정부연구개발비 기초연구비
비중은 35.2% 수준임

■ 선진국의 기초연구제도 환경 분석과 시사점

–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성과의 양적 증가가 나타나고

– 기초연구정책 방향

있으나 질적 수준은 개선되지 않음

■ 우리나라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현황 분석
– 기초연구 분야 제도적 환경의 문제점

■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창의
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성과의 탁월성을 확보하는 것임

■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개선방안

– 창의적인 연구활동은 연구자 개인의 자질 및 특성뿐만 아니라

– 지원관리제도 개선방안

–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기본방향

연구환경에 의해서 중요한 영향을 받음

■ 공공부문의 연구환경은 공공연구조직을 지배하고 관리
하는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의해 형성되는 제도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받음

정책대안
■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적 역할 강화를 위한 4대 요소

■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
지원 및 관리제도의 적합성 제고가 중요함

■ 창의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지원관리 3대 요소

– 특히 글로벌 수준의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 기초연구 지원 환경 개선

제도의 선진화와 우리나라 환경 특성이 고려된 제도 개선이

– 기초연구비 재원의 다원화

필요함

– 관련 사업들의 연계성 강화

■ 본 연구는 탁월한 기초연구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관련된 기초연구 지원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기초연구 질적 평가제도 개선
– 평가요소 및 기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설계
– 평가요소의 체계화

■ 기초연구 융합연구활동 지원 개선

주요내용

– 기초연구 지역거점화 체계 구축
– 신진연구자 육성 및 성장 지원의 체계화

■ 기초연구의 개념 및 역할 변화

– 기초연구 시설 및 장비 인프라 연계 지원제도 구축

– 기초연구의 개념 확대
– 기초연구의 중요성 및 역할 확대

■ 창의성 개념 및 요소 변화
– 시대·사회문화적 환경과 요구되는 가치에 따라 개념 변화
– 개념의 변화에 따라 창의성 요소도 변화

32

■ 기초연구사업 종합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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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련 법제화 연구
연구책임자 최지선 | 참여연구원 임기철, 백상훈, 현지원, 성경모, 김경숙, 한정선, 이주선

연구목적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1) 별도 법률 제정, (2) 현행 표준지침 유지,
(3) 기존 법령 개정의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1)
별도 법률 제정안이 가장 타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권고

주요 연구 실적

■ 2000년부터 정부 각 부처에서 연구시설과 장비 구축에만
힘쓰고 구매 이후 관리 및 활용은 소홀히 함으로써 국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정책 수립 요구가 커짐

정책대안

■ 또한 권고안 제공에 그치지 않고, 별도 법률 제정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문을 구성하여 제공

주요내용
주요 연구 실적

■ 선행연구 및 현황과 정책동향 분석
■ 연구방법론과 분석 틀 및 절차
■ 법합치성 분석
■ 법실효성 분석
■ 법경제성 분석

주요 연구 실적
주요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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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and Solutions for STI Strategy Development:
ASEAN Global Challenges and African Health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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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사 및 분석기반 구축, 전략/방법론
개발,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 컨설팅, 주제별, 권역별
컨설팅 협력사업 기획 및 추진, 기타 협력수요 대응을
목적으로 함

정책대안
■ 저개발국가의 내재적인 빈곤의 덫의 극복 등에 시사점을
제공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발전경험을 이론화하고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확증

■ 사례별 정책대안
■ 2013년에는 진단, 전략개발 방법론 등 컨설팅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아프리카를 사례로 적용함

– 아세안 글로벌 도전과제: 기술현지화를 통한 국내 역량 강화
(인도네시아), 지속가능한 녹색 제조업 및 서비스업 메커니즘
정립(베트남), 농업 및 식품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
(필리핀)

주요내용
■ 진단 및 대안수립의 이론적 기초: 혁신전략 수립에 있어서
한국적 접근의 이론적 기초를 총체적, 직관적 그리고 미래
설계적 접근으로 정리
■ 전략개발방법론을 전략개발 시뮬레이션으로 개념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3C 진단(Componentization, Contextualization,
Conceptualization), 3A 대안 도출(Articulation of Acitonoriented Actor-based Policies)로 구체화
– Componentization: 총체적 관점에서 시스템의 약점과 병목
현상의 주요 구성요소의 확인
– Contexualization: 구조적이고 발견적 관점에서 확인된 구성
요소를 시스템의 상황성에 비추어 파악
– Conceptualization: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진단의 종합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합의의 기반 제공

■ 사례연구
–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핵심 협력국가로
선정하고 녹색기술, 식량 기술, 물 기술에 대하여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
– 아프리카의 경우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를 선도국가로 선정
하고 제약 및 진단산업 육성전략과 규제 및 제약산업 육성
인프라에 대하여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함

34

– 아프리카 제약혁신: 산업구조 심화 및 역동적 혁신을 위한 핵심
역량 개발(나이지리아), 제약품질 규제와 산업 발전의 조화를
위한 기술 플랫폼 구축(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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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System Diagnosis
and STI Strategy Development: The Case of Nepal

연구책임자 이정협 | 참여연구원 Sira Maliphol, 양화인

연구목적

■ 혁신전략 대안의 방향
– 네팔은 최근 들어 정치적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고 인접한
중국과 인도의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투자유치와 무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 그리고 설문조사 등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학 등 상대적
으로 높은 역량을 보인 과학기술혁신주체들이 산업화와 경제

■ 네팔은 새천년개발목표(MDG)가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왔으나, 보건과 교육 등 일부 분야
에서 제한적인 성공만 보고되고 빈곤퇴치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 연구 실적

■ 최빈개도국이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
화를 통한 경제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 확인된 네팔 혁신시스템의 구조적 제약 조건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의 파급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개발,
조직 역량 강화, 핵심인력 양성, 거버넌스 등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함

주요내용
■ 네팔의 기반조건
갖고 있지만 이들이 산업화의 기반으로 활용되지 못함

■ 다섯 가지 제안사항은 네팔 시스템의 특정 부분의 변화를
지렛대로 하여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식에 기초하며, 이를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장기적이고 독립
적인 국제 원조가 요구됨
– 첫째, 중국과 인도 시장의 개선 등 네팔을 둘러싼 경제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와 모델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 정치적 혼란과 갈등의 지속, 빈곤한 내수시장, 구매력이

– 둘째, 과학기술혁신 조직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구조를

낮은 중국, 인도로 둘러싸인 고립국 조건은 투자에 적합하지

개선하여 내수산업 육성과 수출 역량의 확대를 위한 생산의

않았기 때문임

현지화를 추진함

주요 연구 실적

– 네팔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3,000만명의 인구를

정책대안

주요 연구 실적

■ STEPI는 아시아태평양기술이전센터(APCTT)와 공동으로
네팔을 첫 번째 대상국가로 선정하고, 현지 연구기관인
RECAST와 협조하여 네팔의 혁신시스템을 조사하고
국가의 병목현상과 제약조건 등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함

– 셋째, 숙련노동력 등 핵심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여 신사업에

■ 네팔 혁신체제의 진단
– 이런 조건에서 해외원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 국내주체들의
원조 의존도가 커짐
– 그리고 대부분의 원조가 보건 등 MDG 위주로 집행되면서

제공하는 구조를 갖춤
– 넷째, 관련 프로젝트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확보 및 동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ODA 자금을 국가
개발 목표에 맞춰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함

원조 의존도와 정치적 혼란 등으로 약해진 정부의 역량이

– 다섯째, 네팔은 국가개발의 주인의식을 갖고 전략적 조율을

결합하면서 정부 주도적인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산업

통해 과학기술혁신 지원의 거버넌스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육성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강화함

– 결과적으로 제조업 등 네팔의 산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두뇌유출이 확대되는 악순환 구조가
네팔에서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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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산업화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역량은 커지지 않았으며, 높은

공급하고 동시에 전략 분야의 신규 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26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평가 및
예측모형 개발(Ⅱ)

연구책임자 이우성 | 참여연구원 이슬기, 김보현

연구목적

정책대안

■ 거시경제와 혁신시스템의 종합적 관점 모형 개발 및 발전

■ 연구개발투자 전망

–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투자 기반의

– 2013년도 우리나라 총연구개발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거시경제와 혁신시스템의 종합적 관점을

회복이 예상되면서 그 증가율이 9.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통한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추정
– STEPI(2012) 모형이 가지는 한계점과 제한점, 비효율성을 개선
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특성별 투자 효과의 분석

되는 한편 2014년도에는 11.4%로 증가율의 확대가 예상됨
– 정부 연구개발예산 증가는 2014년도(안)이 본예산 대비
4.0% 증대된 17.5조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 연구개발
투자는 2013년도에는 10.6%를 기록한 이후에 2014년도
에는 14.4%로 확대될 전망

주요내용
■ STEPI(2012) 모형의 확장 및 보완
– 거시계량 예측모형의 현실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측오차
범위가 5% 이상인 변수들의 행태방정식을 재추정하고 설명
력이 높은 추가적인 변수 발굴을 통해 행태방정식을 재추정
– 예측모형에 중요하지 않은 변수들의 부문을 단순화하고 전체
모형의 설명력을 향상
– 거시계량 모형의 확장으로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 단계별,
재원별, 지역별, 기업규모별 거시계량 모형의 행태식을 추정

■ 모형의 추정 적합도 향상
–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모형의 MAE를 추정한 결과 2012년
모형보다 향상된 전체 평균 3.06%로 정확도를 높였으며 이와
더불어 개별 행태방정식 변수의 MAE도 10% 이내로 정확도를
높임

■ 연구개발투자 거시경제 파급효과 모의분석
– 정부 연구개발투자 확대는 단기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효과가 존재하나 누적효과는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특성을
나타냄

■ 사회회계행렬 구축
– 산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연구개발단계별 SAM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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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사업 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이민형, 안두현 | 참여연구원 성경모, 이혜진, 변영지

연구목적

정책대안
■ 거시 수준

■ 정부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자원투자 흐름 틀을 구성하며 성과창출 방향을
결정하는 사업구조임

– 정책 및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평가구조로 전환

– 문제해결 중심으로 부처간 역할 재설정 및 역할에 따른 사업
구조 개편
– 전략적 사업예산 관리구조 도입
– 세부 사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지양하고 범부처 프로그램 중심

주요 연구 실적

■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1년 기준 GDP 대비 1.05%로
세계 2위, 연구개발비 규모는 세계 6위권인데 반해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양적 확대에 따른 생산성 수준이 기대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개선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였음

사업구조로 전환

■ 미시 수준
– 생산성 높은 사업구조 아키텍쳐, 즉‘지식창출의 장(場)’설계
필요
– 사업구조의 동태성 확보를 위해 적정 사업 영역별‘연구거점’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
– 다층적인 기초연구 추진체계 구축
– 지식의 창출과 활용의 연계는 적정 사업영역 내에서 추진

주요 연구 실적

■ 본 연구는 기존 예산배분 효율성 중심의 연구개발사업
구조의 역할과 기능에서의 문제를 분석하고 예산배분
과정의 효율성과 연구개발 성과창출의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주요내용
■ 창조적 혁신환경과 정부의 역할
주요 연구 실적

■ 국가혁신전략과 혁신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 정부 연구개발예산과 사업구조
– 정부 연구개발사업 발전과정 분석
–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구조 분석
– 정부 연구개발사업 및 사업구조 개선방안

■ 정부 연구개발사업 구조와 생산성
– 연구개발 생산성과 사업구조

주요 연구 실적

–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례 비교분석
– 정부 연구개발사업 진화과정과 새로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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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경제(Blue Economy)의 부상과
과학기술외교의 효율적 대응전략

연구책임자 홍성범, 이명진 | 참여연구원 장용석, 최영식, 강희종, 송치웅, 유철, 황진영, 정회수, 박내선, 신형철

연구목적
■ 청색경제의 부상과 국제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청색경제 협력 거버넌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기술외교·협력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 제시

정책대안
■ 우주과학기술 대응전략
– 기술 확보 및 추격을 위한 과기협력활동, 즉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DS)의 지속적 강화
– 청색경제에 있어서 한국의 이미지 개선 노력 및 공공외교,
즉 외교로서의 과학기술(SaD) 유형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
그램의 단계적 개발

주요내용

–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영토, 안보, 자원, 국제적 리더십
확보 외교, 즉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SD) 유형 및 각 경제

■ 청색경제는 국가안보를 담보하는‘안보영토’
,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경제영토’
, 타 산업 및 기술 영역으로의
기술 확산(spillover) 효과가 매우 높은 영역

영역별 소수 다자 협력체 진입을 위한 다자 외교, 즉 외교
속의 과학기술(SiD) 차원의 과학기술외교 적극 추진(우주
응용 및 우주탐사)
– 우주 추진 체제의 정비

■ 우주, 해양 및 극지에 대한 개척은 과학기술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따라서 청색경제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소수클럽
으로의 진입이 선결조건이 되며, 우리의 진입/진출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우방 세력을 확보하여야 함

■ 청색경제를 위한 우리의 기술력은 그 규모나 수준에
있어서 후발국임
– 이러한 높은 기술 장벽의 타개를 위해서는 국제기술협력을
통한 기술 습득 및 추격 전략이 필요함

■ 과학기술을 통한 외교(SD) 측면에서 보면 청색경제는
안보 영토로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안보외교의
대상이며, 과학기술이라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효과
적인 안보외교를 전개할 수 있음

■ 해양과학기술 대응전략
– 과학기술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영토, 안보, 자원, 국제적 참여 확보를
위한 외교, 즉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SD) 유형의 추진전략
도출 강화
– 한국의 이미지 개선 노력 및 공공외교, 즉 외교로서의 과학
기술(SaD) 유형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프로그램 도출

■ 극지과학기술 대응전략
–‘극지경제’
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장 정립 필요
– 북극해-다자협력에서 양자협력 중심으로(과학기술을 위한
외교/DS 및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SD 강화)
– 남극-다자협력체제의 전략적 활용(외교로서의 과학기술
(SaD) 및 외교 속의 과학기술(SiD) 강화 필요)
– 전문 분야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청색경제를 위한 스마트 과학기술외교 전략은 각 경제영
역별로 종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편으로는 기술 확보
및 추격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영토 확장, 국제
기구 진입, 청색경제 리더십을 증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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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
연구책임자 김선우 | 참여연구원 정장훈, 박기범, 김형주, 조황희, 이영달, 천새롬

연구목적

– 준비된 기술기업가(future techno-entrepreneurs)의 산실
이자 기술사업화 전진기지인 과기특성화대학의 창업교육 강화

■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창업 교육 강화 방안
기본방향과 공동 커리큘럼
–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과정과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사항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
– 대학원을 타깃으로 한 기술 기반 창업 유도 및 촉진

주요 연구 실적

■ 주요 선진국은 창업교육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여 사회
전반의 기업가정신을 확산함으로써 창업인재를 적극 육성
중에 있음

정책대안

방안 마련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창업교육 운영 방안

■ 과기특성화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기술벤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

– (가칭)기술창업전문교육센터의 상설기구화

– 5개 대학 공동 운영 등 기술지주회사의 대형화·체계화를 통해

– 개별 대학의 특성과 다양성 존중

– 先 교수요원 확보 및 양성
– 국제 교류의 확대 및 정부의 지원 필요

방안 마련

–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마련

■ 과기특성화대학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

주요내용
■ 기술창업 교육 연구
– 5개 과기특성화대학의 기술창업 관련 커리큘럼 및 학제 현황
비교·분석
– 해외 대학의 사례연구를 통한 창업 교과목, 교수방법 및 관련

창업 중심의 고위험·고수익 기술사업화를 강조하는 전문기관
육성
– 기술창업을 위한 기술발굴과 통합, 자회사 창업과 인큐베이션,
자회사 자금조달·기술마케팅 등의 전문서비스 지원을 포함
하는 기술창업 전문회사로 육성
– 기술이전촉진법상 첨단기술지주회사로 출범

제도 심층 분석
–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창업 교육과정에 반영할 공동 커리큘럼의

■ 기술이전 전담조직 활성화를 위한 표준조직모형(안)

과정별 유형별 제안

– 대학별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 기술사업화 조직 연구

– 조직체계: 기술이전, 기술창업 등 기술사업화 전 범위를 대상

주요 연구 실적

– 국내외 창업선도대학 및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과정 연구

– 5개 과기특성화대학 공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기술

주요 연구 실적

기술사업화의 Critical Mass를 확보하여 기술의 사업화 촉진

관련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제도 정비
– 5개 과기특성화대학의 기술사업화 조직 심층분석
– 과기특성화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안 및 수입모델 설계
–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표준모형 제시

으로 하되, 기술사업화 단계별 기능을 분석하여 산업계 등
수요자 중심으로 조직통합 및 분화
– 인력운영: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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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및 인사시스템 개선을 정책적으로 권고하여, 각 대학에서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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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 벤처 20년: 역사, 현황, 발전과제
연구책임자 김석관 | 참여연구원 정세권, 신광수, 송창현, 황상연, 송다운, 이주량, 박찬수, 이정규, 임재혁

연구목적

■ 한국 바이오 벤처의 발전과제
– 한국 바이오 벤처 생태계의 발전에 필요한 7가지 과제를 제시

■ 본 연구는 한국 바이오 벤처 20년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 보고서로 기획되었으며, 구체
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지난 20년의 한국 바이오 벤처의 역사를 핵심 사항 중심으로

하고, 이 중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

정책대안

정리하여,‘한국적’바이오 벤처 생태계가 형성된 기원을 추적
– 한국 바이오 벤처 DB를 만들어서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현황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사업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한국 바이오 벤처 생태계를 핵심 사안 중심으로 분석하여

■ 학/연의 창업 지원체제 강화
– 교원·연구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휴·겸직 제도, 지재권의
이전과 귀속 제도, 창업 활동의 업적평가 반영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만들어서 대학과 연구소에 권고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
– 한국 바이오 벤처의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그 중 정부가 개입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안

■ 지주회사 등 조직 기반 창업의 강화
– 기술지주회사 등의 제도를 이용해서 조직 기반의 창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개발자에게 위험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체계적으로
사업화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

주요내용
■ 초기 벤처를 위한 공공 재원 확대
■ 한국 바이오 벤처의 역사
– 한국 바이오 벤처의 역사를‘한국 바이오산업의 태동(1980

– 창업 후 5년 이내의 바이오 벤처기업에게만 투자하는 특수
목적 펀드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운용

~1992)’
,‘바이오 벤처기업의 출현(1992~1999)’
,‘바이오
벤처 붐과 그 이후(1999~)’
의 세 시기로 나누어서 핵심

■ 코스닥 IPO 제도 개선

사항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기사 검색, 이차문헌, 전문가

– 코스닥의 IPO 제도를 개선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감수

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

해야 하는 바이오 기업들도 코스닥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

■ 한국 바이오 벤처의 현황
– 별도의 설문조사 없이 구득 가능한 기존 데이터들을 모아서
종합적인 바이오 벤처 DB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한국 바이오
벤처 현황을 분석
– 1,504개 기업에 대해 배태조직, 세부 분야, 지역을 코딩한 뒤,
이 분류에 따라 기업 수, 창업 추이, 연구개발비, 정부연구
개발비, 특허, 재무성과, 제휴 실적 등을 분석

■ 한국 바이오 벤처 생태계의 진단
– 바이오 벤처 생태계를 창업 환경, 투자 환경, 제휴 환경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한계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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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 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김기국 | 참여연구원 최효민

연구목적

■ 사업 관리구조의 개선방안(안)
– 사업 내용과 사업 목적의 정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한 전반
적인 사업 구조 및 사업 명칭의 재분류와 재정비가 필요

– 특히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정부 연구개발사업과는 매우 다른 고유한 특성 및 차별성을

■ 사업 평가구조의 개선방안(안)

갖고 있음

–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의 고유한 성격에 합당한 신규 평가

주요 연구 실적

■ 글로벌 차원에서 개방형 기술혁신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으나, 국내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수준은 미흡함

정책대안

체계 및 평가지표를 통해 차별화된 방식으로 사업의 성과를

■ 이같은 배경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의 연구개발사업만을 별도로 구분, 이를
대상으로 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시도함

측정하고 평가할 필요

주요 연구 실적

주요내용
■ 정부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의 예산 배분구조 진단
– 정부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을 사업 기준(A 유형), 과제 기준
(B 유형) 및 NTIS 과제 명칭 기준(C 유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투자 현황을 비교
– 과학기술 국제협력 분야 절대 투자액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연구 실적

국제협력과 관련되는 연구과제의 비중은 정체한 상태이며,
국가별 협력 건수를 비교하면 특정 국가에 편중

■ 정부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의 사업 관리구조 진단
–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교육과학
기술부 및 (구)지식경제부 사업들의 경우 사업 명칭의 유사성
으로 인한 사업 내용의 중복 가능성이 계속 제기

■ 정부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의 사업 평가구조 진단
–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의 성과 및 평가

주요 연구 실적

관리 방식은 국내 일반 연구개발사업의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국제협력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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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전략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종선 | 참여연구원 서지영, 조예진, Jutta Guenther

연구목적

정책대안

■ 독일 통일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성과 분석

■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 필요

– 독일 통일 과정에서 과학기술 통합분야는 소수의 연구가

– 남북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한 발전적 과학기술 문화 조성 필요

존재함
–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일 통일비용이 계속 투입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평가는 없는 상황임

■ 관련 과학기술 분야에서 남북한 통일 시사점 제시
– 통일에서 현재 시점까지 통일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을 동질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과학기술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주요내용
■ 통일 이전 구동독의 과학기술체제 고찰
– 통일 이전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구동독의 과학기술체제의
문제점 파악

■ 통일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동독의 문제점 파악
– 통일 과정에서 서독 중심의 과학기술체제 전환 및 이식에
따른 문제점
– 통일 과정에서 동독 우수 과학기술인력 손실, 연구개발 규모
축소 등 문제점 파악

■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복구 노력 및 성과
분석
– 통일 초기에는 동독지역의 과학기술인력 유지 및 이탈 방지
목적 사업 진행
–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새로운 시스템 전환 시기에는 동독
지역의 역량 강화 노력
– 그러나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우수인력 이탈에 따라서, 동서독의
과학기술 역량 동질화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동서독의 과학기술 역량 격차는
유지 및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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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내 우수인력의 유출 방지 및 인력 유지 필요
– 산업구조 조정은 탑다운 방식으로 하되, 북한 내 적정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한 인적 조정 고려 필요
– 산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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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창조경제 정책 현황과 사례
연구책임자 김왕동 | 참여연구원 박미영

연구목적

정책대안
■ 영국, 호주, EU 등 글로벌 선진국가들의 창조경제 정책
현황 및 육성전략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창조경제 정책 이해에 도움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도출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주요국의 창조경제 정책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창조경제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관점과 향후 한국형 창조경제 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

주요내용

주요 연구 실적

■ 박근혜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의 방향성을 정립
하고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선진국
들의 경험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창조경제 육성전략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소관부처가
유사정책 수립시 도움
주요 연구 실적

■ 창조경제의 이론적 개관
– 창조경제의 배경과 정의
– 창조경제의 특징과 요소
– 창조경제의 관점

■ 창조경제의 교역 현황
– 창조산업의 세계 수출 현황
– 창조제품 및 서비스 수출입 현황

주요 연구 실적

– 창조제품 및 서비스 관련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 현황

■ 주요국의 창조경제 정책 현황
– 영국: 창조산업지도, 성장창출, 선도전략, 창조영국, 디지털
영국, 창조장벽
– 호주: 창조산업혁신센터, 창조혁신경제 구축, 전략적 디지털
산업 계획
– EC: 유럽의 문화경제, 문화창조산업의 잠재성 발현
– 국제기구: UNCTAD, WTO, UNESCO, WIPO

주요 연구 실적

■ 창조경제 육성 전략 사례
– 창조영국, 창조스코틀랜드, 창조시대의 온타리오, 창조도시
네트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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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연구책임자 조현대 | 참여연구원 윤문섭, 민철구, 성태경, 권기석, 정윤성

연구목적

■ 주요 분야 실태 및 이슈·문제점 분석
가속기 분야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과거에 비해 국가대형연구시설들을 많이 구축해 가고 있는
중이지만 국가대형연구시설의 구축·운영관리의 과정
에서 비효율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대형연구
시설들의 범부처적 활용도 제고 및 체계적 관리도 미흡한
실정임

– 정의 및 시설 개요, 시대적·과학기술적 요구와 변화, 정부의
정책 및 투자, 국내·외 시설 구축·운영 실태, 운영주체
관리 및 네트워크, 연관산업 및 파급효과 분석
천문·우주 분야
– 정의 및 시설 개요, 시대적·과학기술적 요구와 변화, 정부의
정책 및 투자, 국내·외 시설 구축·운영 실태, 운영주체

■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실태
분석과 정책제언의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관리 및 네트워크, 연관산업 및 파급효과 분석

정책대안
■ 이를 위해 국가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시대적·과학적·
기술적 요구 및 필요성, 대형연구시설 구축·운영실태,
정부정책, 운영주체 및 사용자 네트워크, 관련 산업 및
파급효과의 5가지 관점에서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국가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총괄적 정책제언
– 대형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 안정적 예산지원 및 균형있는 예산투자 강화
– 국제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대형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전략적 참여 확대
– 대형연구시설 운영인력 확보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한 제도 보완 등

주요내용
■ 국가대형연구시설에 주요 분야별 정책제언
■ 국가대형연구시설 관련 개념 및 분석의 틀 구축
– 대형연구시설의 개념과 유형·중요성, 대형연구시설의 특성

가속기 분야
– 4세대 방사광가속기 및 중이온가속기의 차질 없는 구축 필요

(비용, 접근성, 공간)과 연구개발, 대형연구시설의 역할 및

– 운영 거버넌스 개선 및 관련 국제협력 강화

관련 이슈

– 안정적 예산 지원 및 인력 지원 등

– 하부구조로서의 대형연구시설
– 분석의 틀

천문·우주 분야
– 노후화된 장비의 유지·보수 필요

■ 총괄적 실태 및 이슈·문제점 분석
국내 실태 및 주요 이슈·문제점 분석
– 시대적·과학기술적 요구, 대형연구시설 구축 현황 및 운영
실태, 정부 정책 및 투자 실태, 운영주체 관리 및 사용자, 연관
산업 및 파급효과 등
해외 주요국 실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미국, 일본, E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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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의 지원
– 독자적인 우주환경 관측위성 확보 추진
– 천문·우주 분야 관측데이터 활용방안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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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FTA 대응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박찬수 | 참여연구원 황정하, 조희래, 김동준

연구목적

– 기술사 상호 인정 : 한국 기술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우선
이며,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구성한 한미 FTA의 경우

–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나 투자, 지식재산권, 기술무역장벽,
과학기술인력의 이동, 기술사 자격 인정 등 과학기술 관련
이슈가 점차 확대

미국 연방정부기구와의 단일 창구를 통한 협상 추진 필요
– 과학기술 분야 자연인의 이동 : 과학기술 분야 독립전문가에
대해 mode 4 개방을 허용한다면, 자격요건 강화, 쿼터제,
경제적 수요심사 등을 활용하여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기술무역장벽(TBT) : 최근 중국 등 개도국이 제출하는 TBT

주요 연구 실적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간 FTA 협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과학기술 분야도 협상 의제로 등장하고
있음

통보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이들 국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FTA 관련 이슈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TPP, RCEP, 한중 FTA 등 당면한 통상 현안에 대응
하기 위한 과학기술 측면의 대응방안 모색
다루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도 함께 소개

정책대안
■ 광범위한 협상 의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FTA 총괄 지원
기구의 설치가 필요
– 과학기술 분야의 의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주고 받는

주요내용

것”
이 분명한 국가간 협상을 큰 틀에서 보고 일관성 있으며

주요 연구 실적

– 미래부 소관 법규 중심의 과학기술 분야 FTA 협상의제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함

■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내용 분석
– 한-칠레 FTA에서는 자연과학 및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에
대해 mode 3 양허한 점이 특이하며, 네거티브 구조의 협정

■ 체결된 FTA 협정에 따른 경제, 사회적 성과 분석과 함께
향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FTA 사후 관리체제 마련

WTO/DDA 보다 넓은 범위로 양허
– 한-싱가포르 FTA는 기술사 상호인정과 과학기술협력을
최초로 포함한 FTA
– 한-인도, 한-페루 FTA는 서비스 인력의 이동(일시 입국)을
양허한 점이 특이

■ FTA를 통한 과학기술협력의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양국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청
–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 개방 및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미국 국가연구개발사업, EU FP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주요 연구 실적

문에서 유보 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확대

– 한-미 FTA는 기술사 상호인정 협의 절차까지 포함한 가장
자세한 FTA이지만, 추후 관련 실무협상에 따라 성과가 결정
될 것으로 보임

주요 연구 실적

■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FTA 주요 이슈 분석
– 연구개발서비스 : 국내 연구개발서비스 업체의 경쟁력 열위
(영세성, 품질 등)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
–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피하여,
해외로의 진출이 시급하며, 비파괴검사시장 개방의 영향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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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지표
연구책임자 김석현 | 참여연구원 강희종, 김선우, 정미애, 이명화, 정현주

연구목적
■ 과학기술혁신은 정성적 성격이 강한 활동이지만 정량적인
지표화도 많이 발전해온 분야임
– 특히 과학기술혁신은 경제적 활동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에서 풍부한 지표들을 차용하거나 역으로 경제 분야의
지표화에 기여해온 분야이기도 함

■ 2013년도에는 정부연구소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부서(단위)를 실증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분책 제5권에 제시함
■ 서지분석으로는 2012년도부터 지식의 동태성을 파악하기
위해 생태다양성지수의 개념을 활용하여 학문융합지표를
제공하고 있음(2012년 연구 분책 제5권)
– 2012년도에는 최근 생명과학이 갖는 학문융합에서의 허브에

■ 기존의 과학기술혁신 지표들은 분야별로 분절화되어
있어서 시스템적이지 못한 면도 있으며 또한 양적 데이터가
용이한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정성적인 특징을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본 지표는 시스템적이고 정량과 정성적인 지표를 균형있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의 지표체제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로부터 5년
차에 해당함

주요내용
■ 본 연구의 기둥은 (1) 기업부문의 혁신, (2) 연구단위(research
unit)의 특징, (3) 융합지표(서지분석에 기반)로 구성되고
기업부문은 다시 3개의 주제로 구성됨
– 기업규모 등 유형별로 데이터를 집계함으로써 가장 일반적인
경향성을 분석(2009년부터 계속, 분책 제2권에 해당)
– 집계가 간과할 수 있는 개별 기업들의 행동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업혁신지수(CII, Company innovation Index)라는
방법에 기반하여 혁신지표별로 기업에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기업들의 혁신동태를 파악(2010년부터 계속,
분책 제3권에 해당)
– 기업생태계에서 중요한 관심사인 기업의 고성장을 성과로
하고 이러한 고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함
(2009년부터 계속, 분책 제3권에 해당)

■ 연구단위(research unit)의 행동함수에 기반한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2011년에는 대학의 실험실을 실증
분석한 바 있음(2011년도 연구 분책 제5권)

46

주목하여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한 학문융합지표를 제시한 바
있음

■ 2013년도에도 역시 바이오를 주제로 하되 특허를 기반
으로 하고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지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분책 6권에 제시함
■ 2013년도 조사결과를 비롯하여 2009년도부터 시작된
지표들을 시계열로 묶어서 시계열상의 경향성과 특이
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분책 제1권에 제시함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Ⅴ
연구책임자 박병원 | 참여연구원 임기철, 송치웅, 홍성주, 박성원, 장성일, 윤정현, 정민주, 전찬미, 황윤하, 양설민, 김선지, 윤근희, 이정한

연구목적

정책대안
■ 현대 사회의 특성과 한국 사회의 발전 경로를 고려할 때
기존 위험이나 새로운 종류의 위험에 대한 통합적인 대안
수립이 필요

– 아직 우리의 미래연구 역량과 토양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 현재의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은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

주요 연구 실적

■ 미래연구(foresight)는 바람직한 미래사회 창조 및 미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미래 전략 수립에 가장 적절한
수단임
편이며, 특히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미래연구 체계의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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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함

■ 본 연구는 우리에 필요한 미래연구 방법론·프로세스의
정립을 시도하고 STEPI 고유의 체계적인 미래연구(foresight)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기회를 미리 발굴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 도출

■ 우리나라 미래전략연구의 매핑 결과 지금까지 매우 분산
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 정책에 대한 파급력도 한계가
있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 및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 차원의 미래문해력(foresight

주요내용

■ 우연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
극단적 사건의 이면에는 그 사회의 분위기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
– 본 연구의 결과 세대별,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모순에 대한 불만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 2012년에 이어서 X이벤트와 복원력 연구를 확장하여
식량위기와 전염병이라는 2가지 글로벌 이슈까지 포함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 연대 및 신뢰(social
coherence and trust)를 높이기 위한 장기적 대안이 시급

주요 연구 실적

■ 2013년 STEPI 미래연구는 2011년에 수립된 중장기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지식의
공유·확산이라는 미래연구의 기본 프레임 4개 영역을
균형 있게 접근하였음

literacy)이 증진되어야 함

주요 연구 실적

– 특히 한국 사회가 당면할 미래변화 모습을 전망하고 위험과

■ 에너지는 사회 경제 체계를 유지하는 핵심으로 국가 전체의
비전과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함

■‘에너지 기술혁신 미래전망 2030’연구를 통해 혁신
시스템의 관점에서 R&D 투자, 산업구조 개편 등을 종합
적으로 분석

주요 연구 실적

■ 미래연구 매핑 및 평가방법론 개발은 우리나라에서 산출
되는 미래연구 지형을 파악
– 국내 미래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미래
연구센터의 체계적인 시도

■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이 인식하는 미래에 대한 이미지
조사는 미래 한국 사회의 방향성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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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연구책임자 임채윤 | 참여연구원 박찬수, 손수정, 장병열, 김선우, 오동현, 황정하

연구목적
■ 국가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차이와 국내 중소기업 기술
혁신역량을 평가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의 방향을
정립

정책대안
■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 확대 시급
– 사업화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기획 방식 도입
– 중소기업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개발(Customizing &
Engineering) 자금 지원

■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 선진화를 위한 정책 Agenda 발굴

■ 중소기업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 지원
– 정부 연구개발장비 시장의 개발과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범부처적

주요내용

조달계획 수립

■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 20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 주요 이슈 발굴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 실패용인 중소기업 R&D시범사업 구축 및 추진

기술혁신활동 투입요소, 혁신성과, 공공인프라 등 세부 지표별
비교분석
–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 우리나라, 중국, 프랑스, 대만 등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동향 분석
– 실패용인 R&D투자, 맞춤형 중소기업정책 방향 등 시사점 도출

■ 기술혁신 역량과 중소기업 지원정책간 인과관계 분석
– 중소기업의 생산성 변화율, 기술혁신, 기술추격, 규모 최적화,
투입가격 최적화 등 주요 성과 변수와 지원정책간 인과관계
분석

■ 주요국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 국내 기업(쎄트렉아이, 에스엔우 프리시션), 미국(퀄컴, 비아셋)
독일(AX-Lightness GmbH, Vacom GmbH) 등 국가별 중소
기업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생태 및 정책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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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유형화와 정책 믹스 등

연구실적 목록 -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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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박사인력활동조사
연구책임자 조가원 | 참여연구원 김정진, 임대철, 남은정

연구목적

정책대안
■ 고급인력의 교육과 활용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의 수준이
여전히 낮으며, 본 조사의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모집단 대표성을 갖춘 국내 최초의 박사인력 조사이며, 기존에

■ 국내 박사과정 교육의 여건이 해외에 비해 현저히 떨어
지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요구됨

추진되고 있는 국제 공동조사 프로젝트 표준에 맞춤으로써
신뢰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을 고루 갖춘 통계 및 지표를 생산

주요내용
■ 국제 CDH 표준에 기초한 설문설계와 인구총조사, 신규
박사인력 명부를 모집단으로 하는 표본설계를 수행하여
7~9월에 걸쳐 실사를 진행하여 4,230개 표본 규모의
데이터를 생산

■ 박사급 인력의 직업활동에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 여전히
소득, 복리후생, 승진 등 기본 여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급인력 부문에서도 물질적 보상이 여전히 큰 중요성을
차지함을 확인
■ 고급인력의 해외이동과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문 분야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기획이 요구됨

주요 연구 실적

■ 박사급 전문인력의 교육, 노동시장, 유출입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지표ㆍ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과학적 정책 수립의
증거 기반을 제공함

주요 연구 실적

■ 2011년에 최초로 기획ㆍ수행된 조사로서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의 인적 특성, 학위취득 과정, 일자리 현황, 초기
일자리(포스트닥) 특성, 연구직 경력과 성과, 국제이동 및
협력연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 실적

■ 조사된 데이터의 기초분석을 통해 국내 박사인력의 분포
특성, 교육 경험, 일자리 현황, 초기 경력, 연구직 활동
현황, 글로벌 활동 현황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도출

주요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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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혁신통계조사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하태정 | 참여연구원 조가원, 강희종, 임 송, 손창수, 김민재

연구목적
■ STEPI 기술혁신조사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최고 수준의 혁
신통계로서의 의의 및 위상에도 불구하고 조사주기, 설문지
구조, 설문조사기관 등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통계의 일관성
부족, 설문 문항의 모호성, 설문 내용의 합목적성 미흡 등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음
■ 이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조사가
보다 높은 통계적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관련 선행연구 및 해외 주요 혁신조사 결과에 대한 문헌
고찰
– 기술혁신통계조사의 이론적 배경
– 국내외 혁신조사 관련 동향 비교 분석

■ 국내외 관련 주체 및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통계 품질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표준화된‘통계조사
매뉴얼’개발
– 조사주기, 설문지, 조사절차, 설문인식도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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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 기술혁신통계조사의 일관성을 위해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연구팀, 설문 구조 및 설문 문항, 조사업체 등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필요
■ 피조사자의 설문인식도와 응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혁신의 개념을 보다 쉽고 명료하게 정의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혁신사례의 전형을 만들어 제시해야 함
■ 모집단과 표본설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보완
되어야 함
■ 설문구조와 내용을 보다 단순화하여 응답률과 국제적
호환성을 제고해야 함
■ 설문조사 방법과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체계적
으로 강화해야 함

연구실적 목록 -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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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Ⅱ)
연구책임자 홍성범 | 참여연구원 김기국, 용현철, 손은정

연구목적

■ 지속적 내부역량 강화 측면
– 중국 변수를 감안한 20대 핵심기술 선정
– 기존 과학기술 추진계획과 연계한 (가칭) 광개토프로그램 추진

■ 상생가능 및 협력보완 측면

주요 연구 실적

■ 첨단 기술이 축약된 바이오·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은
제조 강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이를 위해 바이오제조 산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확정하고
세계 최첨단 기술력, 신흥 전략산업 성장 포인트를 육성
하고 있음

정책대안

– 우위기술 융합형으로“우주 바이오”분야 등 신산업 개척

■ 이와 같은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을 강력한 선두주자로 부상시키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

– 자원기술 융합형으로“천연물신약”분야 등 신시장 창출

■ 중국 현지자원 활용 측면
– 중국 전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한·중 공동연구 현지랩”
구축
– 현지랩은 협력 대상 목표 및 현지 상황을 고려한 다채널 구축

주요 연구 실적

■ 따라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밀하고 지속
적인 모니터링 작업 수행이 시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바이오의약, 바이오농업, 바이오매스, 바이오제조, 생물
환경보호 중점 분석
주요 연구 실적

– 5대 분야 기술 응용 분석
– 정부의 육성방안 및 발전전략, 산업배치 등 조사
– 중국의 생물종 현황 및 줄기세포 연구 현황 등 분석
– 2013년 바이오기술 관련 기사 모니터링

■ 바이오기술 관련 중국 정부의 973계획 분석
– 세부 프로젝트별 세계 및 한국의 기술수준과 비교분석
– 한국의 현재 기술 현황 비교

■ 신재생에너지 분야 분석
주요 연구 실적

– 태양광발전 산업, 풍력발전 산업, 바이오매스 산업 현황 분석
– 기술전망 및 기술경쟁력 분석
– 2013년 관련 기사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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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및 ICT 분야의 국가경쟁력 지수 비교연구:
IMD, WEF, ITU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강희종 | 참여연구원 김기국, 신승우

■ 과학기술 및 ICT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연구목적

– 연구개발 투입부문 및 성과부문(특허 등)은 경쟁력 유지 전략

■ IMD, WEF, ITU 등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서 나타난 과학
기술 및 ICT분야 취약 원인을 심층 분석 및 검증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
하여 제안하고자 함

추진
– 연구개발 과정부문의 기업 혁신역량, 산학협력, 지재권보호,
정보보안 부문은 경쟁력 제고 전략 추진

정책대안
주요내용

– 과학기술 분야 국가경쟁력의 개념

■ 질적인 측면에서 투입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고 있는“기업 기술혁신역량
제고”중심의 정책 추진

– 과학기술 분야 국가경쟁력 관련 주요 보고서 분석

– 기업혁신 모니터링 강화: 보다 정교한 조사연구 실시 및

■ IMD, WEF, ITU 국가경쟁력 지표의 의미 및 한계 고찰

–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지표 분석
경쟁력 측정방법
지표 설문 변화(지속, 변경, 삭제 등)
– 과학기술 분야 주요 경쟁력 지수의 종합 지수와 하위 지수간
상관관계 분석

■ 취약부문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투입, 과정, 성과 및 인프라 부문으로 그룹핑하여 우리나라
현황 분석
투입 부문 :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과정 부문 : 기업 혁신역량, 산학협력
성과 부문 : 지적재산권, 첨단기술
인프라 부문 : 인력조달 환경, 과학 환경, 지재권 보호,
정보보안, ICT 환경, 정부지원제도
– 순위변동을 기준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현황 분석

■ 개선과제 관련 문헌조사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 과학기술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 제고 방안 등 관련 문헌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국내외 동향 및 이슈, 지표의 타당성,
순위변동의 원인, 경쟁력 제고 방안 등 조사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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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활용
– 지재권 보호 강화: 확실한 제도적 보장을 통한 창의성 구현

지표 구성체계

기반 마련
–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기업의 실질적 필요에
따른 산학협력 추진

연구실적 목록 -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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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 메가성장 동력원 발굴사업 사전기획 연구
연구책임자 손수정 | 참여연구원 정명애 외, 양은순

연구목적

■‘지속가능한 청정사회’분야 국가 메가성장 동력원 기술
과제
– 에너지 Independent Society 구현, Clean Society 구현을

–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저성장세, 원자재 가격 급등, 신흥국

■‘걱정없이 활기찬 건강안전사회’분야 국가 메가성장
동력원 기술과제

도약 등의 환경변화로 탈추격형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됨
– 대내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위한 도전적 R&D가 위축되는 등
한계에 직면, 미래 신성장 동력원 발굴 노력이 시급함

주요내용

– 사회 복합재난 대비 방재력 향상 기술 및 BINT(BT, ICT, NT)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의생명 난제 극복 분야 기술

정책대안
■ 발굴된 출연(연)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미래 메가성장
동력 사업의 핵심원천기술을 선도 개발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
– 각각의 분야별 기술을 통해 과학기술적 성과 및 부가가치

주요 연구 실적

■ 이에 국내 25개 출연(연) 공동체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
수요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활용성 및 타당성에서 인문·
사회학적 검증을 통해 재구성된‘국가 미래 메가성장 동력원
사업’
을 기획·발굴하고자 함

위한 세부 기술

주요 연구 실적

■ 국가 미래성장 증진을 위해 신성장 동력원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출연(연) 및
국가의 역할 부각

창출, 고용 창출, 신규시장 창출, 국내산업 활성화, 국가 위상
제고, 국민행복 증진 및 사회비용 감소 등의 성과를 기대

주요 연구 실적

■ 대학과 기업만으로는 발굴하기 어려운 미래 메가성장
동력원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 25개 출연(연)의 소재·재료,
정보통신, 바이오, 에너지 및 안전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추진방향 모색
–‘창의적 성장사회’
,‘인간 중심의 스마트사회’
,‘지속가능한
청정사회’
,‘걱정없이 활기찬 건강안전사회’
의 4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발굴

■‘창의적 성장사회’분야 국가 메가성장 동력원 기술과제
– 극한환경대응 안전소재 등 기능적응 소재 분야 및 차세대
Life-Line 구축형 기술

주요 연구 실적

■‘인간 중심의 스마트사회’분야 국가 메가성장 동력원
기술과제
– 휴먼스마트피아 실현을 위한 Super Human, 리빙 스마트
피아 실현을 위한 인간 중심의 친환경 생활환경 구축 분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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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구사업 방향
2014년 연구사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책의제 연구,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첫째, 미래 과학기술 비전 및 국가 전략 과학기술정책 방향 제시,

방안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더불어 미래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둘째, 효율적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셋째,

과학기술의 선제적·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과학기술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활동의 효과적 방안 모색, 넷째,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과 미래전망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 활동 촉진과 증거 기반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관련 활동·성과분석 및 통계 DB 구축, 다섯째, 정부 정책수요에

창의적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추진

대응한 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창의적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구축

이러한 연구사업 방향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과학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연구공동체의 능동적

기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창의적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할 제고와 발전전략 모색, 지역의 창조경제 활동 현황과 지역

기반 구축, 과학기술 분야 국제개발협력 등에 관한 연구과제

혁신 정책방향 도출, 창조경제와 신뢰외교 지원을 위한 글로벌

수행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개발과 정부 정책 기여도 제고를

STI 플랫폼 구축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창조적 인재 발굴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과학기술인력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과학기술인재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대응방안

국가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연구 추진

을 마련하는 연구,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 시스템을 모색
하는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 확대와

한국의 Young Innovators를 발굴하여 이들의 경험과 전략을

사회적 기여도 제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연구개발의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공유하고자 한다.

효과적 추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구축과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스템 개선, 연구성과 평가 법제 분석 및 개선, 원천연구 성과
제고 및 활용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또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행복 실현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효과적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서의 사용자 참여 활성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R&D 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과학기술 분야 국제개발협력 확대
개발도상국 및 글로벌 차원의 과학기술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략적 국제협력 과제(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국제
협력사업 등)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제사회 공헌도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
에게 확산하고자 추진한 그간의 STEPI의 연구활동이 개도국
에서 높이 평가받은 바, 2014년에는“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K-Innovation ODA Program)”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연구 추진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 체계와 선도형 경제성장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 활성화, 신산업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라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지원과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사업 구체화와 실행 등 개발협력 방안 수립과
실행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분야의 성장동력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성장잠재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을

STEPI 고유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통계 DB 구축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융합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방안,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용시장과 기업의 혁신

과학기술혁신활동 촉진과 증거 기반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효과적

특성 분석, 기업가 정신의 국제비교를 통한 창업환경 진단,

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STEPI 고유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통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 활성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DB 구축,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술혁신조사, 과학기술인력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이공계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 한·중

통계조사 등을 추진하고, OECD 기준의 새로운 지표 개발을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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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방안

안두현

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양승우

원천연구 성과 제고 및 활용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

조현대

재정상황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황용수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서 사용자 참여 활성화 방안

송위진

융합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방안

이광호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용시장과 기업의 혁신 특성 분석

김승현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이명화

기업가 정신의 국제비교를 통한 창업환경 진단 및 개선방안

김석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최종화

연구공동체의 능동적 역할 제고를 위한 발전전략과 과제

홍사균

지역의 창조경제 활동 현황과 지역혁신 정책방향

박동배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과 과제

김왕동

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방안

박기범

이공계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방안

김선우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 시스템 구축방안

민철구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김형주

글로벌 STI 플랫폼 구축방안: 창조경제와 신뢰외교를 지원하는 현지 거점을 중심으로

이주량

북한의 환경기술 연구 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김종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 활성화 전략

이윤준

사업

이정원, 홍성주

역동적 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활성화 방안

손수정

제조업 기반 서비스 산업 R&D 혁신전략

장병열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장영배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김석현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박병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 사업

임채윤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과제 연구사업

정기철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홍성범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조황희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ODA Program)

조황희

2014년 과학기술인력통계조사

조가원

2014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조가원

주요 연구 실적

통계·조사

주요 연구 실적

일반사업

이명진, 장용석

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혁신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 시스템의 탐색

주요 연구 실적

과제

연구책임자

연구사업 방향/연구과제 목록

기본연구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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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 주 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이슈와 정책과제 (Innovation for a Creative Economy: Issues and Challenges)
| 일 시 2013년 5월 24일

| 장 소 서울 팔래스호텔

| 주 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개원 26주년을 기념하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이슈와 정책과제′
를 주제로 2013 STEPI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
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탈피하여 선도형 창조경제로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창조경제는 창의성과 상상력, 도전정신, 혁신적 융합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이에 본 국제심포지엄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창조경제를 다루었으며, 창조경제의 규정 및 개념 논의를 넘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정착, 창업인력 육성모델 개발, 새로운 창조경제 영역으로서 Blue Economy(우주, 해양 등) 개척, 그리고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혁신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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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 주 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정책 (Innovation Policy for Creative Economy)
| 일 시 2013년 11월 7일 ~ 11월 8일

| 장 소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 주 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국과기정책관리과학연구소, 중국과학기술전략연구원, 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

세미나는 한중일 3국을 대표하는 주요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각 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5개 세션으로 추진되었다. 각 기관의 금년도 주요 연구활동,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혁신기업 활성화 방안 등 3개 세션과 과학기술예측,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정책'이라는 주제로 제8차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미래연구사업, 창의적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등 2개 세션이 진행되었다. 송종국 원장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북
아시아의 주요 3개국 한국, 중국, 일본의 과학기술협력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시점”
이라고 밝혔다.

국제심포지엄·세미나
주요 연구 실적
주요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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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STEPI International Foresight Symposium
| 주 제 미래위험과 사회적 복원력 (Future Risk and Social Resilience)
| 일 시 2013년 12월 10일

| 장 소 서울 프레스센터

| 주 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후 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 불확실성이 제기하는 위험을 극복하고 사회적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미래
위험과 사회적 복원력’
이라는 주제로 2013 STEPI 국제 미래예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늘날의 사회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불확실성’
과‘복잡성’
이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존속하기 위해 사회는 눈부신
기술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복잡성을 심화시켜 가지만, 이렇게 복잡해진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 간의 괴리가 극도로 심화될 때, 시스템은 X이벤트와 같은 패러다임을 뒤흔들만한 사건을 겪음으로써 안정성을 확보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X이벤트를 100% 예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충격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정상화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예측에 기반하여 능동적으로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는 사회적 복원력(Social Resilience)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본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류가 직면할 미래의 도전들을 살펴보고 한국적 맥락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 X이벤트는
무엇인지,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복원력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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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Research and Technology Program (ART)
| 주 제 과학기술혁신 전략개발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rategy Development in Practice)
| 일 시 2013년 1월 28일 ~ 2월 1일

| 장 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주 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원

Research and Technology)」
을 일주일간 개최했다.
ART 프로그램은 지난 1996년 개최된 제2차“APEC 과학기술 장관회의”
의 후속조치인“APEC 과학기술 네트워크(ASTN)" 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교육훈련과 워크숍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APEC 회원국 간 R&D 관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여 역내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원(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LIPI)과 공동으로「APEC 연구기술 워크숍(ART, APEC

연구개발 역량의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3년 워크숍의 주제는“과학기술혁신 전략개발(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rategy Development in Practice)”이다. 우리
나라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호주, 방글라데시, 캐나다, 중국, 대만, 일본 등 20개 국가가 참여했다. 100여명 정도의 참여국 고위관료와 대학,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2012년 2월 개최한 ART 프로그램에서“연구와 혁신의 연계”
라는 주제의 논의결과를 통해 도출된 각국의 상황에
맞는 과학기술혁신 접근법을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2013년 ART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된다는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ART 프로그램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2011년 APEC ISTWG 총회에서 해외 개최를 제안하였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해외 개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별히 인도네시아 세션을 워크숍 둘째 날 기획하여
유치국가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연구기술부 차관인 Benyamin Lakitan의 주제발표와 주요 초빙연사들과
참여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ART 개최 이래 가장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이번 워크숍에 참여함에 따라 워크숍 기간 동안 충분한

국제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참여자로 참석했다.

토론과 합의를 거쳐 향후 APEC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풀어야 할 정책과제들을 도출했다.

주요 연구 실적
주요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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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echnology and Policy (TAP) Training Program
| 주 제 내일을 위한 능력 향상과 발전 (Capacity Improvement and Advancement for Tomorrow, CIAT)
| 일 시 2013년 8월 15일 ~ 8월 31일

| 장 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OICA 연수센터

| 주 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아시아 4개국 과학기술정책 고위급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3 과학기술
정책 연수과정「2013 Technology and Policy(TAP) Training Program」
을 개최했다.
본 연수과정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과정과 정책의 경험을 아시아 4개국의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참가
국의 과학기술역량 증진에 기여하고, 국가 간의 지속적 협력관계 형성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KOICA의 CIAT(Capacity Improvement and Advancement for Tomorrow)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국가 연수사업의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3개년 중기 계획 및 과정별 성과목표를 수립하였으며,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파키스탄, 필리핀 4개국
15명의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국장급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17일간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및 산업 인력 육성, 기술개발전략, ICT 및 농업 분야 과학기술정책의 총 4가지
모듈 구성으로 18개의 강의와 산업·문화시찰, 팀 프로젝트 및 국내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의 정책 멘토링을 통한 참여국의 정책의 환경을 고려한
정책아이디어 개발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프로젝트, 국별 과학기술정책 발표 및 정책 멘토링은 참가국들의 과학기술 현안과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장으로서, 연수생을 비롯하여 대개도국 과학기술 ODA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여국들의 과학기술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협력 기반을 구축했으며, 본 연수과정은 개도국과의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에 있어 상생협력의 초석을 마련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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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Young Innovators 세미나

Young Innovators 세미나는 혁신과 창조가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강조되면서 새로운 발상과 실행으로 미래를 여는 한국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STEPI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 새로운 시각으로 아이디어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발표를 통해 한국의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들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모색

[제1회] 모두를 위한 프로그래밍:‘멋쟁이 사자처럼’사례

2013.06.28

이두희 (서울대 박사과정)

[제2회] 우주를 꿈꾸는 젊은이의 인공위성 쏘아올리기

2013.09.13

송호준 (미디어 아티스트)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세미나이다.

Young Innovators 세미나
주요 연구 실적
주요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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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포럼

과학기술정책포럼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과학기술정책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토론의 장이다.
▶ 산·학·연의 기술혁신, 연구개발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및 정부의 정책담당자를 초청해서 과학기술정책의 현안과제에 대한 공개
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과 대안을 모색
▶ 과학기술정책 현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과학기술지식의
공유와 확산은 물론 정책현안에 대한 학습효과를 제고

[제355회] 러시아 푸틴정부의 과학기술정책

2013.01.17

Koltsov Alexey Victorovich
(러시아 통계학연구센터 연구개발부국장)
Tatiana N. Leonova
(러시아 통계학연구센터 국제부장)

[제356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2013.02.12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제357회]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과제

2013.03.05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센터장)

[제358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혁신주도형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

2013.03.29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제359회] 미래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2013.05.02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제360회] 국가 BT혁신을 위한 전략과 과제

2013.05.28

오태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제361회] 새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과 과제

2013.06.28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제362회] 한국의 원자력을 말한다

2013.07.17

김명자 (前 환경부 장관)

[제363회]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

2013.07.31

강순곤 (I.D.(주) 대표이사)

[제364회] The Fu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3.08.20

Kathie L. Olsen (미국 NSF 전 부총재)

[제365회] 남북 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3.09.05

곽재원 (한국과총 부회장)

[제366회] 융합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 비전

2013.09.25

강남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제367회] 창의와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

2013.10.10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368회] 한국 농업과학기술의 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2013.11.06

박효근 (서울대 명예교수)

[제369회] 노벨상에 도전한다, 한국의 천문우주과학

2013.11.27

한석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본부장)

[제370회] 세상과 과학기술을 바꾸는 빅데이터; 전망과 과제

2013.12.12

문영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분석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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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과학기술정책포럼
주요 연구 실적

주요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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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초청방문

미국 미네소타대 기술경영부(MOT) 교수 및 학생 일행

터키 과학기술위원회(TUBITAK)

일자 2013년 2월 27일

일자 2013년 3월 13일

장소 STEPI

중국 귀주성 정부대표단

68

일자 2013년 3월 19일

장소 STEPI

장소 STEPI

주요 연구 실적

브라질 산업혁신단

일자 2013년 8월 7일

일자 2013년 9월 16일

장소 STEPI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중국 상해시 과학기술위원회

장소 STEPI

주요 초청방문

대만 산업경제지식센터(IEK) 대표단
일자 2013년 10월 2일
장소 STEPI

주요 연구 실적
주요 연구 실적

핀란드 주요 혁신공공기관 대표단
일자 2013년 10월 11일
장소 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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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산업조사위원회(IRC) 대표단

스웨덴 연구협의회 사무총장

일자 2013년 10월 14일

일자 2013년 10월 22일

장소 STEPI

장소 STEPI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일자 2013년 10월 29일
장소 STEPI

오스트리아 연구개발정책연구회 대표단
일자 2013년 11월 18일
장소 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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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스웨덴 기업부 대표단
일자 2013년 11월 20일
장소 STEPI

주요 초청방문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 장관 일행
일자 2013년 11월 29일
장소 STEPI

주요 연구 실적
주요 연구 실적

베트남 기술혁신청 대표단
일자 2013년 12월 17일
장소 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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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STEPI 과학기술 기자간담회

일자 2013년 1월 9일

장소 플라자호텔

BT출연(연) 미래발전전략 토론회

2013 STEPI Foresight Method Tutorial

일자 2013년 2월 22일

일자 2013년 3월 19~21일

72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장소 STEPI

주요 연구 실적

일자 2013년 4월 15일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MoST) 과학기술정책 워크숍

장소 STEPI

주요 행사

2013 춘계 국회 과학기술정책 토론회

AAAS 심포지엄: 한국의 창조경제와 혁신정책 발표

일자 2013년 4월 17일

일자 2013년 5월 2~3일

장소 미국 워싱턴 국제무역센터

주요 연구 실적

장소 국회

주요 연구 실적

개도국 과학기술·교육 ODA 협력전략 세미나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MoST) 과학기술정책 3차 워크숍

일자 2013년 5월 7일

일자 2013년 5월 9일

장소 전문건설회관

장소 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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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글로벌화 세미나

일자 2013년 6월 18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한-아프리카 소외질병 분야 제약 및 보건혁신 파트너십 워크숍

에티오피아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현지 워크샵

일자 2013년 6월 24~25일

일자 2013년 7월 22~26일 장소 에티오피아 Haile Resort

장소 나이지리아 아부자

한-미 과학기술학술회의

개도국 과학기술·교육 ODA 협력전략 2차 세미나

일자 2013년 8월 7~11일 장소 미국 뉴저지 Sheration Meadowland

일자 2013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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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STEPI

주요 연구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新) 패러다임 세미나

일자 2013년 9월 6일

일자 2013년 9월 30일

장소 Post Tower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미래사회 공동 컨퍼런스

장소 국회의원회관

주요 행사

한-독 공동 컨퍼런스
일자 2013년 10월 8일

농촌 살리기 대토론회
장소 힐튼호텔

일자 2013년 11월 12일

장소 전문건설회관

주요 연구 실적
주요 연구 실적

2013 한-중 과기정책 세미나: 지역발전과 한중협력

일자 2013년 11월 19일 장소 상해시 과학학연구소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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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중 지역산업발전 및 과기혁신클러스터 세미나

한-캐나다 공동 워크샵

일자 2013년 11월 21일 장소 중국 하남성 인민대회당

일자 2013년 11월 28~29일

첨단연구개발과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효율화 정책 토론회

76

장소 서울 KT R&D센터

일자 2013년 12월 3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주요 연구 실적

주요 원내소식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일자 2013년 1월 2일

2013년 전직원 연찬회
장소 STEPI

일자 2013년 2월 21~22일

주요 원내소식

2013년 시무식

장소 알펜시아 리조트

주요 연구 실적

2013년 추계 환경정화 봉사활동

일자 2013년 5월 14일 장소 유명산

일자 2013년 10월 18일

주요 연구 실적

2013년 춘계 환경정화 봉사활동

장소 남한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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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26주년 기념식

78

일자 2013년 5월 7일

장소 STEPI

2013년 상반기 연구자문위원회

일자 2013년 7월 11일

2013년 하반기 연구자문위원회

일자 2013년 11월 13일

장소 STEPI

장소 팔래스호텔

주요 연구 실적

연구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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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회, 혁신정책방법론 연구회, 에코이노베이션 연구회, 고령사회와 과학기술 연구회, 과학기술인력 연구회, 중국미래기술 연구회 등 13개
의 연구교류회 활동

교류회명

일시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 제약산업경영 연구회, 혁신정책의 이론과 실제 연구회, 과학기술외교 연구회, 기술과 진화의 경제학 연구회, 기술전략 연구회, 지식재산

주제
신약 연구개발 동향

제약산업경영

2013.04.17

The Changing Face of the Top 10 Pharmacos

연구회

2013.06.19

제약바이오산업 투자기회와 투자전략

2013.08.22

질병연구를 위한 게놈기술

연구교류회

2013.02.20

의료산업 혁신활동의 개요와 정책방향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변화 분석을 위한 방법론 고찰
R&D 예산은 어디로 가는가?
2013.02.22
~
혁신정책의 이론과 실제

02.23

돈이 되는 과학? -지식생산자의 변화와 떠오르는 질문
미래기술 탐색을 위한 특허지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검색트래픽을 활용한 소비자 제품 속성과 수요 예측 가능성

주요 연구 실적

연구회

혁신클러스터의 한계와 여전한 가능성
국가관할권 이원해역에서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정책
2013.05.11

창조경제시대의 기초연구 추진전략

2013.09.06

중개연구의 개념과 사례

~ 09.07

연구회

2013.01.08

A Case Study of Kenya; Energy and ICT sector Brief

2013.01.16

Vietnam Country Report

2013.01.23

Korea STI Policy: KAIST-KOICA-STEPI Internship

2013.04.29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onnecting Research and Innovation:
Diversity of NIS with focus on Korean NIS

2013.04.30

Korea + Her STI Policy -Synopsis-

2013.05.03

Happy Coupling between Science Parks and Cities? :
The Case of Daedeok Science Park in the City of Daejeon, South Korea

주요 연구 실적

과학기술외교

R&D예산과 성과

79

교류회명

80

일시

주제

2013.05.16

Industrial Policy and Mobile Communication Development in Korea

2013.05.24

Study for Ethiopia Techno Park(Draft)

2013.05.27

The OECD Space Forum: Status, Achievements and Way Forward

과학기술외교

2013.06.10

Policy Implications for ET + Korea STI Cooperation

연구회

2013.07.03

Study on Establishment of Technology Business Incubation Center in Ethiopia(Draft)

2013.08.09

새로운 차원의 한/에티오피아 STI 협력 방법론 전문가 회의(I)

2013.08.13

아태 STI 협력 Community 창설 관련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013.11.05

Global Prospect for Satellite Development Duverdier

2013.02.04

Huawei's Catch-up to Ericsson -A Patent Data Analysis-

2013.05.02

Art, culture and entertainment: The economics of K-pop

기술과 진화의 경제학

2013.07.16

기업의 재무상태 및 수출입 결정

연구회

2013.09.27

Catch-up cycles in ship building industry

2013.11.21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on Economic Growth:
Implication for S&T Policy of East Asia and Latin America

2013.01.29

건강한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 정책방향

2013.03.19

6th Innovation Wave: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13.04.16

한·중·일 경제 삼국지

산업경제혁신

2013.05.28

빅데이터 시대 이슈와 정책방향

연구회

2013.06.26

Social Network: Services and Analytics

2013.09.24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내수시장에 대한 이해

2013.10.23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한국 과학기술정책 경험 전수 사례

2013.11.26

에너지 산업의 밸류체인 분석

2013.02.20

국내 디자인 보호 제도

2013.03.28

글꼴(Typeface)의 디자인화 경향에 따른 문제점

2013.04.25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현황과 과제

2013.05.30

특허 질 평가 및 거시경제학적 관점의 가치평가 모델

2013.06.25

특허기반 미래 예측

지식재산

2013.07.25

비즈니스 모델 미래예측-특허이슈 선점 및 획득전략

연구회

2013.08.22

원산지 표시와 상표, 특허

2013.09.12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콘텐츠 비즈니스 생태계와 정책이슈

2013.10.16

특허의 이면(Tough to be an Inventor)

2013.10.24

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방안

2013.11.13

이스라엘의 창조경제 그리고 요즈마 펀드

2013.12.06

특허 라이센싱 및 기술창업

2013.01.25

지식재산유동화의 현황과 과제(2)

혁신정책방법론

2013.02.27

VC와 PE 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회

2013.03.27

Excel을 활용한 산업연관분석

2013.03.29

피터 드러커와 기업가정신

교류회명

일시

주제

2013.05.31

Threshold estimation and innovation investment

에코이노베이션

2013.01.25

국가 R&D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및 방법

연구회

2013.04.10

친환경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방안

2013.01.25

2013년 교류회 운영방안 및 주제 설정

2013.03.21

Excretion Care for Older People

2013.04.11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과제

2013.06.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산업 분야 분과위원회(1차) 회의 결과 논의

2013.07.25

인지 기반 스마트기술 융합서비스 개발

2013.03.15

대학의 통합 실무교육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제안:
디자인 융합 실무교육 기회의 확대를 목표로

2013.04.09

Scientometrics를 통한 출연(연) 융합연구과제 도출 연구

고령사회와 과학기술
연구회

2013.05.14
과학기술인력
연구회

연구회

연구회

중국미래기술
연구회

2) 이공계 졸업자들의 전공별 노동시장 분석

2013.06.17

티치포아메리카 활동과 한국에의 시사점

2013.06.28

모두를 위한 프로그래밍: '멋쟁이 사자처럼' 사례

2013.10.11

실리콘밸리 벤처생태계 들여다보기

2013.04.23

Knowledge-Based Capital, Competitiveness and the Role of Creativity

2013.10.10

Value Creation in the Global Knowledge Economy-Success Factors of German
Family-owned Companies

2013.10.15

KOICA 대 중남미 ODA 지원정책과 주요 협력사업 사례

2013.03.21

Service Design

2013.04.11

이스라엘 벤처생태계와 한국적 시사점

2013.05.09

BHMC의 BTO 사례

2013.06.13

우리나라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 M&A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2013.07.11

글로벌 가치사슬과 무역, 경쟁력 및 경제성장

2013.09.12

SEANOL: New Paradign in Health-Care Industry

2013.10.10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 Living Lab

2013.11.1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P-BIZ 활성화 방안

2013.12.04

2013년 결산 및 종합토의

2013.04.26

Asean Research Nestwork과 과학자 중심 범아시아 과학기술협력(안)/
소재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2013.07.09

중국의 모바일산업 분석/ ETRI &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IT 기술교류 현황 소개

주요 연구 실적

과학기술전략

1) 창조경제 시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교류회

과학기술 국제협력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기술보증의 성공사례

주요 연구 실적

2013.04.30

주요 연구 실적

81

> 연구보고서
> 정기간행물
> 위탁·수탁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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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P13-01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부처간 연계·협력 메커니즘

이세준

P13-02

저성장시대의 효과적인 기술혁신 지원제도

성지은

P13-03

소관부처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양승우

P13-04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장기 추세 분석

홍성주

P13-05

미래 신산업의 기술혁신 전망 및 발전전략: 프레임워크 개발 및 탐색적 적용

하태정

P13-06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의 역할과 기능

이주량

P13-07

기술창업의 성공조건과 지원정책

이윤준

P13-08

지식재산 인프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Ⅱ)

손수정

P13-09

융합연구사업의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특성 분석

이광호

P13-10

공공서비스와 과학기술의 연계 강화방안

서지영

P13-11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발전방안 연구

송위진

P13-12

창조도시의 혁신정책: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시민참여형 혁신전략

송위진

P13-13

혁신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개기능 개선방안

정미애

P13-14

미래 과학기술 인재상과 이공계대학 지원정책의 전환 방향

홍성민

P13-1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현황 및 개선방안

민철구

P13-16

대학의 지식이전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지원방안: 대학 교수의 산학협력 동기를 중심으로

김형주

P13-17

창조경제에의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방안

홍사균

P13-18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K-ARPA 시스템 구축방안

송치웅

P13-19

지역 과학기술인재의 정주 현황 및 인재-산업 연계방안

박기범

P13-20

빅데이터 기반 융합 서비스 산업 창출방안

장병열

P13-2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별도 법률 제정방안

양승우

P13-22

창의적 성과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개선방안

이민형

P13-23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련 법제화 연구

최지선

P13-24-01

Diagnosis and Solutions for STI Strategy Development:
ASEAN Global Challenges and African Health Innovation

이정협

P13-24-02

Innovation System Diagnosis and STI Strategy Development: The Case of Nepal

이정협

P13-25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평가 및 예측모형 개발(Ⅱ)

이우성

P13-26

정부 연구개발사업 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이민형, 안두현

P13-27

청색경제(Blue Economy)의 부상과 과학기술외교의 효율적 대응전략

홍성범, 이명진

P13-28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구축

김선우

P13-29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역사, 현황, 발전과제

김석관

84

조사연구
주요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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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김기국

F13-02

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전략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선

F13-03

주요국의 창조경제 정책 현황과 사례

김왕동

F13-04

국가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조현대

F13-05

과학기술 분야 FTA 대응방안 연구

박찬수

F13-06

2013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지표

김석현

F13-07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Ⅴ

박병원

F13-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임채윤

F13-09

2012 박사인력활동조사

조가원

F13-10

한국의 기술혁신통계조사 개선방안 연구

하태정

F13-11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Ⅱ)

홍성범

연구교류회

정부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 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F13-01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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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과학기술 및 ICT 분야의 국가경쟁력 지수 비교연구: IMD, WEF, ITU를 중심으로

강희종

J13-02

국가 미래 메가성장 동력원 발굴사업 사전기획 연구

손수정

주요 연구 실적

J13-01

85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관련 정책동향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기업의 기술혁신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계간으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권호

세션명

정책초점

제목
미래 농업 R&D의 이해와 우리의 선택

이주량

농업 R&D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권오상

식품안전 R&D의 발전방안

이현규

우리나라 농식품 R&D 추진체계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R&D
관련 기관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령
봄호
(통권
190호)
정책동향

이병철

종자산업 보호 법제에 대한 이해

양승우

Golden Seed 프로젝트 소개: Golden Seed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계획

김석호

국가농업생명공학사업을 선도하는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이규성, 박종석

영국의 혁신전략과 기업혁신기술부의 역할

성지은, 박인용

사업의 연계 중심으로

연구노트
과학기술인력
권두칼럼

여름호
(통권

정책초점

191호)

과학기술법령
연구노트

정책동향
과학기술인력

86

김상태

농업 R&D 성과 사업화를 통한 농업기술 선진화 방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방안: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미나보고

저자

2013 APEC Research and Technology (ART) 워크숍 개최 보고서

박후근
이정협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점검과 향후 방향

김민수, 성지은

삼자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ODA: 한-UNDP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김남실, 이명진

전이가능 숙련(transferable skills)과 연구자의 역량 개발

김형주, 홍성민

기술창업과 창조경제

이민화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 활성화 방안

이윤준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이현숙

학생 및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창업친화적 제도 설계방안

김선우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방안: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등 자금생태계 관점에서

박용린

우리나라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김철중

이스라엘의 기술인큐베이터프로그램(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의 특징과 시사점

배영임

창업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권보경, 양승우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박찬수

효율적 혁신시스템을 위한 과학·산업 연계정책의 과제: 기술이전을 넘어 지식통합으로

정미애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해외 주요 프로그램 고찰

손수정

혁신시스템에서 시스템혁신으로: 창조경제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점

황혜란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역할

박기범, 박문수

주요 연구 실적

권호

세션명

제목
빅데이터 기반 융합서비스 창출 주요 정책 및 시사점

정책초점
가을호
(통권
192호)
연구노트
정책동향

과학기술인력

정책초점

겨울호
연구노트

193호)
정책동향

주요국의 빅데이터 추진전략 분석 및 시사점

윤미영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과학자 양성 방안

조완섭

우리나라 보건복지 빅데이터 동향 및 활용방안

송태민

천문·우주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강희종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혁신

송민정

혁신정책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정책 인텔리전스 확보방안
유럽 지재권 수익과 관련한 법인세 감면제도: Patent Box 제도의 운영 현황과 시사점
플랫폼 연구로서 기초의과학 육성과 과제

박진석
정병걸, 성지은, 송위진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정책 현지 워크숍 개최 보고서

김은주

해외 고급 전문인력 유치 현황과 전략

조가원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송위진

도로교통 분야에서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연료전지 자동차 사례

박상욱

시스템 전환과 지역 기반 전환 실험

성지은, 조예진

자원 재순환과 전환 실험: 남은 음식물 선처리 시스템

김종선

영국의 지역공동체 기반 혁신

이은경

창조경제 관점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급 전망

손수정

프랑스 공공기초과학 연구체제 및 정책

성경모

3DTV 산업의 정책동향 분석

박세환

한국 적정기술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다양한 가치로 새롭게 채색된 21세기 적정기술
과학기술인력

정병걸, 성지은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경력단계별 핵심 역량

정기간행물

(통권

박진서, 박경석, 이용호

연구교류회

세미나보고

장병열, 김영돈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으로서 빅데이터: 쟁점과 과제

저자

이도영
홍성민

주요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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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 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월 2회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권호

발간일

제109호

2013.01.01

과학기술계 출연(연) 인력관리 현황과 과제

민철구, 김선우

제110호

2013.01.15

초중고 과학실험교육과 대학의 연구관리 역량 강화에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활용방안

최종화, 홍정임

제111호

2013.02.01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제112호

2013.02.15

국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제113호

2013.03.01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방안

홍성민, 김선우

제114호

2013.03.15

기업혁신지수: Company Innovation Index(CII)

김석현, 정현주

제115호

2013.04.01

중개연구의 개념과 성공조건

김석관

제116호

2013.04.15

개도국 사회수요 기반의 과학기술협력 방안: 카메룬 사례를 중심으로

강희종

제117호

2013.05.01

대형연구개발사업(G7) 종료 후 10년, 성과와 시사점

김승현

제118호

2013.05.15

창업 한류 촉진을 위한 창업기획사 활성화 방안

이윤준

제119호

2013.06.01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부처간 연계·협력 이슈 분석

제120호

2013.06.15

기술유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

박찬수, 황정하

제121호

2013.07.01

박사학위자 노동시장의 국제비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홍성민, 조가원

제122호

2013.07.15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 제언-덴마크에서 배우는 현장농업 경쟁력-

제123호

2013.08.01

대학·출연(연)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이윤준, 김선우

제124호

2013.08.15

패러다임 전환형(Paradigm-Shifting) 과학 연구와 노벨상

홍성욱, 이두갑

제125호

2013.09.01

저성장에 대응하는 기술혁신 지원제도 개편 방향

성지은

제126호

2013.09.15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

손수정

제127호

2013.10.01

리빙랩의 운영 체계와 사례

성지은, 송위진

제128호

2013.10.15

통일 독일 사례 고찰과 남북한 과학기술통합 정책방향

김종선, 조예진

제129호

2013.11.01

공공서비스 목적형 R&D 기획과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

서지영, 고명주

제130호

2013.11.15

체험 창업현장 활성화 방안 ‘(가칭) Startup Safari 프로그램’
-

이윤준, 김영환

제131호

2013.12.01

미래 과학기술인재상에 대응한 인재양성전략

홍성민, 김형주

제132호

2013.12.15

문제해결형 과학기술혁신 전략: 아프리카 보건 및 아세안 글로벌 도전과제 사례

88

제목

저자

송치웅, 김왕동, 박미영
서지영

이명화, 이세준
김주철, 류이현

이주량

이정협

STI Policy Review
주요 연구 실적

다양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에 대한 실증적 지식을
다양한 영역의 전 세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는 영문저널

권호

제목
From Emerging to Submerging Economies
Legality of R&D Subsidies and Its Policy Framework under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Case of Civil Aircraft Disputes

vol.4
No.1

Cheng-Mei Tung

The Effects of Open Innovation on Firm Performance: A Capacity Approach

Joon Mo Ahn, Letizia Mortara, Tim Minshall

Post-Fukushima Reforms within the Japanese Nuclear Power Sector
Challenges in Green Innovation Polic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mpact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Incorporating Ex-Ante Risk in Evaluating Public R&D Programs: A
Counterfactual Analysis of the Korean
Japanese Financing Policies for Innovation Since the 1990s

Jeongwon Park, Changhyun Jeong
Heejin Han, Olivia Ying Lin Chin, Rou Jing Tan,
Clarissa Cai Lin Koh,Mohammad Kemal
Tomoaki Wada
Soo J. Sohn
Joey D. Ocon, Doungkamon Phihusut, Julie Anne
D. del Rosario,Trinh Ngoc Tuan, & Jaeyoung Lee
So Young Kim
Patarapong Intarakumnerd & Pattarawan Charumilin

Chinese Policy to Stimulate University-Industry Linkages in Nanjing

De-Jin Su, Dong-Won Sohn, & Sunwoo Sohn

Assessment of Innovation Policy Coordination Through Korean Offic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Jieun Seong & Wichin Song

Perceptions of Research Excellence in Thailand and Japan

Kasama Kongsmak, Punchalee Pungpit, Mitsunobu
R. Kano, Shoji Komai, Wibool Piyawattanametha,
Orakanoke Phanraksa

정기간행물

Determinants for the Social Acceptance of New Emerging Science and
Technology: The Case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연구교류회

Lessons from Korean Innovation Model for ASEAN Countries Towards a
Knowledge Economy

No.2

Wonkyu Shin, Wonhee Lee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in Taiwan and Japan
Financing the Commercialisation of Green Innovation

vol.4

Luc Soete
Jiyoung Suh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R&D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Aging Society

저자

Seoyong Kim

주요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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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Horizon
미래의 기회를 선용할 핵심 과학기술과 정책방안을 모색하며, 전문가 및 시민과
미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지평을 여는 미래연구 전문 계간지

권호

Winter
2013

제목
현자에게 묻는 미래: 중용의 덕은 오늘의 문제를 푸는 창의적 발상

박성원

권두 칼럼: 새 정부 출범과 국가 미래전략

송종국

세계의 미래연구 변화 및 전망: 제6차 장기혁신파동-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박병원

한국 국가

핀란드 미래비전2030 (Finland Tulevaisuus 2030)

미래전략

국가 미래보고서 현황과 개선방향

방향
미래연구
이론과 방법

선제적 대응의 국가 미래전략 수립 방향
X-events 발굴을 위한 미래연구: 생명의 기원 밝힐 극한 미생물 연구
미래연구 방법론 리뷰: 미래예측을 위한 여섯 가지 정보서랍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 "오늘"의 노력에 의한, "오늘"의 문제를 푸는 미래연구

미래연구센터
방건웅
미래연구센터
홍성욱
박성원

미래제언: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민병주

포커스

2013

15년 앞을 내다본 한국의 국가 전략: 문명국의 비전을 세울 때다

김광웅

Surfing the New Innovation Wave: 앞으로 15년, 새로운 전환의 시기

박병원

미래한국의 사회역량 강화 방안: 미래준비 역량으로서의 사회적 복원력

윤정현

영국 정부의 미래예측 시나리오 워크숍 참가기: 2050년 제조업의 미래-아시안 관점에서 바라보기

박병원

세계 미래

공공정책의 미래연구 활용 노하우: STEPI 미래역량 강화 프로젝트-정책지향적 미래 시나리오 워크숍

미래연구센터

연구동향과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한 제언: 과학기술과 과학연구-창의성은 연구유산이 풍부한
전문현장에서 나온다

이상욱

우리 사회 성장의 새로운 방향 모색: 4인 좌담회-창조, 윤리, 생명의 가치를 동반하는 성장으로

박성원

국내 전망

통계 너머의 미래: 택배산업의 미래 '빠른 서비스'에서 '감성 서비스'로
Introduction: 국가 미래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래연구
포커스
Summer
2013

동향과 전망

이정한
박병원

대학의 미래학 커리큘럼 확립: 통념을 뛰어넘는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학 강좌

김두환, 박제윤

자기주도형 청소년 육성: 미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미래준비 교육

강보영

정부출연(연) 미래전략연구센터의 역할 확대: 경사연 내 포괄적 미래연구 네트워크

서용석

미래역량 성숙도 모델 개발: 정부의 미래준비역량 제고

송영조

미래연구의 학문적 플랫폼 구축: 방법론적 포용성을 갖춘 미래연구 저널

김동환

미래연구자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지역 이슈에 부응하는 전문가 교류

박성원

미래언론의 기능 확대: 미래연구 불모지를 옥토로 바꾸는 언론의 출현과 역할

이규연

진취적 문화 콘텐츠 개발: 미래와 소통하는 다양한 확산 채널

김헌식

진로개발 전문가 양성: '미래-진로'를 이해하는 전문가

박가열

기업의 미래연구 정착화: 장기적 시각을 갖춘 경영자의 안목

이용욱

네덜란드식 혁신지원 모델: InnovatieNetwerk

이명헌

우리 과학의 과거, 현재, 미래: '본질적 긴장'의 현명한 활용

이상욱

Young Innovators 시리즈: '멋쟁이 사자처럼'의 이두희

김형주

평화학의 창시자 요한 갈퉁이 말한다: Humankind 2050 - Making Peace with our Futures

90

박병원
홍성주, 박성원, 홍성민

현자에게 배우는 미래연구: 장자의 소요하는 즐거움은 멀리, 넓게 보려는 전략

미래연구
Spring

저자

Johan Galtung, 박성원

박성원

통계 너머의 미래: 노동의 미래-'Work Less, Do More'

이정한

현자에게 배우는 미래연구: 임진왜란을 통해 본 조선의 미래예측-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임기철
김원택

포커스 1

실감교류 기술 기반의 미래 서비스·제품 도출 프로젝트: 지능화, 실감화 기술이
만들어낼 네 가지 미래

박성원

미래연구

EU FP 7 International Foresight Academic Seminar: 참여형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연구 활용 방안 및 사례

박병원

미래연구
Autumn
2013

포커스 2

국제미래아카데미(IFA) 참가기: 현명한 문명의 리더십 도출방안

홍성주, 박성원, 홍성민

Young Innovators 시리즈: 우주를 꿈꾸는 젊은이의 인공위성 쏘아올리기- 송호준 미디어 아티스트

김형주

우리 과학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확장된 상상력과 선제적 경계

이상욱

UNESCO Anticipation Project: 자기-참조적(self-referential) 예측 시스템은 가능한가?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미래 예측: 미래 예측 기반의 제품·서비스·비즈니스 디자인

주요 연구 실적

현자들에게 배우는 미래연구: 긍정적, 적극적으로 미래를 내다본 율곡과 덕산

미래연구센터

연구교류회

동향과 이슈
과학기술정책 관련 최신 현안 이슈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온라인으로 수시 발행하는 이슈페이퍼
(기존 'Issues & Policy'에서 2013년 12월부터 '동향과 이슈'로 전환)

발간일

제목

저자

기술집약형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송위진, 성지은

2013.02.20

핀란드 R&D 성과관리의 특징과 시사점-Tekes를 중심으로

성지은, 박인용

2013.03.08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의 선순환: 관점 및 사례

2013.04.24

저성장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혁신정책 변화 분석

성지은, 박인용

2013.05.20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 -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논의 동향 -

성지은, 송위진

2013.05.30

북유럽 과학기술협력 모델의 특징과 시사점

이명화, 류이현

2013.07.15

네트워크 시대의 ICT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전략

김형주, 김석현

2013.07.24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혁신시스템의 전환 방향과 과제

2013.07.26

재생의학에서의 3D프린팅 기술 전망

정교민, 안두현

2013.08.26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

송위진, 조예진

2013.12.01

우주정책 OECD 동향과 시사점

최영식

2013.12.10

작지만 강한 창업국가, 에스토니아(Estonia)

손수정

2013.12.20

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영향 평가

성지은

김왕동, 송위진, 성지은

주요 연구 실적

이민형

정기간행물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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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제 연구
STEPI의 기본연구사업 중 외부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에게 연구 수행을 의뢰하여 수행한 과제보고서
(총 26종)

번호

92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1

노벨 프로젝트: "패러다임 연구"(paradigm research)와 과학적 창의성 분석

홍성욱

2

대기업 벤처링의 유형과 시너지 창출에 관한 연구

김영훈

3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 온도차 분석과 신산학협력 모델 연구

장보영

4

과학기술과 외교전략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희상

5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R&D 산학협력 강화방안

조용상

6

공중보건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과학

최은창

7

Building of Strategic Foresight Capability

8

중국 바이오의약 분야 현황 및 발전전략

한철규

9

출연(연) 관점의 국가 미래 메가성장 동력원 발굴 사업 프로그램

정명애

10

한국의 기술발전과 사회경제적인 구조: 삼성반도체를 중심으로

홍훈

11

과학대국 중국에 대한 재인식과 한국 창조경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전략적 함의

은종학

12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획 역량 분석

권성훈

13

지식재산권 상용화를 위한 중소기업 IP 기반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배경화

14

창조적 파괴를 넘어 창조적 보전으로: 창조경제의 길

임홍탁

15

방산업계의 국방기술혁신역량 고도화 방안

유형곤

16

과학 기반 국제규범 제정 기구의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비교 연구:
세 국제기구(IPCC, Codex, OIE)를 중심으로

하대청

17

한국 기업의 국제기술이전 증진 방안과 정부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이철, 정재휘

18

기술 융복합 패턴 발견을 위한 대용량 삼극 특허데이터 Association Rule 분석

이원상

19

한국 도시철도 기술제도사 :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김성원

20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대응 방안을 위한 위탁연구

이병헌

21

기술녹색도 과제 레벨 평가 소프트웨어 보완 및 사업 레벨 평가 프로그램 개발

손상학

22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R&D 활성화 방안

박문수

23

디자인사고 기법을 활용한 미래 제품/서비스 도출

김원택

24

바이오 분야 미생물 관련 산업 및 연구동향 분석

정교민

25

한국한의학연구원 분원 설립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손상학

26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설립타당성 조사연구: 경제성분석

이영수

Alun Rhydderch

수탁과제 연구
주요 연구 실적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수탁과제 연구보고서
(총 116종)

번호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지역 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연구개발사업 기획 연구

이주량

3

201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출연연구기관(KINAC) 기관평가

김종선

4

상주연구원 파견을 통한 식량 작물 및 채소 안전생산 연구체계 구축의 파급효과 분석

정기철

5

FTA 대응 경쟁력향상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진단분석

이주량

6

2013년 기초-산업기술연구회 평가

이세준

7

연구시설·장비 ODA 협력방안 및 추진체계 연구

김기국

8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활성화 및 육성방안 연구

박기범

9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4~'18) 수립 및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홍성민

10

연구개발 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방안 연구

서지영

11

창조경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해외 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방안 기획연구

장용석

12

OECD 과학기술장관회담 유치를 위한 의제 발굴 정책연구

장용석

13

농업기초기반연구, 강소농수익모델현장접목연구 등의 성과분석 파급효과 진단 분석

이주량

14

한중 과학기술협력 종합지원 사업

김종선

15

나노 부문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 및 성장 전략 연구

이광호

16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이슈 및 현안과제의 체계적 대응전략

이세준

17

국가 미래전략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와 국과위 역할

장용석

18

대학 R&D 투자 효율화 방안

박기범

19

제4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수립 연구

이주량

20

과학기술 미래비전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홍사균

21

경북과학 2020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

이우성

22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및 산하 작업반 활동에 관한 조사분석 : TIP

이명진

23

OECD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 (STIG) 작업반 동향 분석

최영식

24

OECD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활동 현황 분석

장용석

25

OECD의 공공연구기관 및 인력작업반(RIHR) 활동 현황 분석

엄미정

26

기초원천연구사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안두현

27

IPCC 등 국제 전문가 육성 및 활용방안 연구

이우성

28

기상산업 R&D 사업 확대 필요성 및 성과 확산방안 도출

이재억

29

베트남 소재부품산업 육성방안(Action Plan) 수립

30

2012년도 미래유망 녹색기술 포럼

조현대

31

과학기술 분야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배용호

32

교육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ODA 활성화

이명진

33

교육과학기술 협력전략 기반 구축

이우성

34

기술녹색도 자동화평가 시스템 및 가이드라인 개발

홍사균

송치웅, 윤문섭

93

주요 연구 실적

2

위탁·수탁과제 연구

박기범

연구교류회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연구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1

번호

94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35

한국형 과학기술 ODA 모델 개발

이우성

36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 도출 및 대안 연구

손수정

37

G7사업의 연구개발사업 의의 분석과 종합적 성과분석

조황희

38

APEC ISTWG 운영체제 참여 및 협력사업 추진

이명진

39

한-ASEAN 과학기술협력기반 구축

이정협

40

중견기업 R&D 현황 분석 및 혁신방안 연구

박찬수

41

2013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기관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연구

조현대

42

한-UNDP 협력사업 3차년도

이명진

43

국제미래연구아카데미

박병원

44

기초원천연구장비 시설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이민형

45

의료용중입자가속기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박동배

46

과학기술인력 분야 사업 투자 현황 및 성과분석

엄미정

47

한-러 교육과학기술 분야 협력협정 제-개정을 위한 기획연구

손수정

48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한미, 한중남미 협력전략 수립 연구

이우성

49

중소중견기업 지원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홍성민

50

미생물융합 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안두현

51

미래성장 LED융합산업 실증사업 연구용역

박동배

52

국가건강검진기술(평가기술 포함) 연구사업 기획연구

하태정

53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사업의 투자 효율화 방안 수립 기획연구

이우성

54

WCI-Quantum Beam-based Radiation Reserch Institute 센터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연구

이우성

55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대응방안

윤문섭

56

WCI Center for Functional Connectomics 센터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연구

이우성

57

미래성장 LED 융합산업 실증사업 연구

박동배

58

WCI-Kinomics-based Anticancer Research 센터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연구

이우성

59

과학기술 FTA 현황 분석 및 전략 연구

박찬수

60

Innovation System Diagnosis and STI Strategy Development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2차년도)

이정협

61

WCI-Fusion Theory 센터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연구

이우성

62

R&D-표준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이광호

63

ICT 분야 산학협력 발전방향 연구

김형주

6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연구

조황희

65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박동배

66

R&D 사업 효율화를 위한 중개연구 지원 전략 기획 연구

김석관

67

창조경제 관점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급 전망

손수정

68

실감교류 인체감응솔루션 발전에 기반한 관련 미래 제품/서비스 도출

이명진

69

창조경제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R&D 사업 발굴·지원을 위한 기획연구

이우성

70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혁신정책 방향

홍사균

7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의 연계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이우성

72

"전문생산(연)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제고" 연구회

손수정

73

기술무역 현황 및 구조분석을 통한 창조경제 가치창출 전략 연구

조황희

74

출연(연) 학연교수 및 학연학생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명진

75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2단계) 기획

이정협

번호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77

OECD 과학기술위원회(CSTP) 활동 현황 분석

조현대

78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활동에 관한 조사분석 : TIP

이명진

79

OECD의 공공연구기관 및 인력작업반(RIHR) 활동 현황 분석

박병원

80

OECD 장관급 회의 추진전략 연구

이민형

81

미래환경기술 예측 및 환경기술 수준 분석

박동배

82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종합성과 분석

엄미정

83

세계 수준의 연구센터(WCI) 후속사업 기획연구
(사업운영 경험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보완기획과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손수정

84

창조경제 내재화 정도 측정을 위한 창조경제지수 개발 연구

이우성

85

국가과학기술혁신 정책방안 연구 및 대국민 소통강화 방안 마련

홍성민

86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급성장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연구

안두현

87

동아시아(한중일) 국가대형연구시설 공동활용 네트워크 구축방안

박동배

88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

하태정

89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의 미래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이우성

90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초·원천 연구개발사업 예산전략 기획연구

이우성

91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융합센터(전남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윤문섭

92

한-ASEAN 과학기술협력기반 구축(2013)

이우성

93

녹색기술 R&D 정책 분석과 시사점

박동배

94

국민행복 과학기술 국민수요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이우성

95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평가 개선방안

박찬수

96

APEC ISTWG 운영체제 참여 및 협력사업 추진

이정협

97

2014년도 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이우성

98

Creating a roadmap for the innovation initiatives and an STI cooperative strategy between
ASE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이광호
김형주

창조경제에 대한 기업부문 인식조사

조황희

101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의 자생적 연구환경 조성

박동배

102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 설계 및 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석관

103

국제미래연구아카데미(2차년도)

손수정

104

해외 선진 BT 연구기관 조사분석 연구

홍성범

105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R&D 활성화 방안 연구

김선우

106

R&D 분야 전략적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방안 연구

홍성민

107

전력지원체계 연구기관 설립방향과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윤문섭

108

한-UNDP 협력사업 4차년도

이명진

109

2013-2차 전력소요 기본 분석을 위한 경제 분야 위탁용역

이재억

110

미래사회 중장기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사회적 대응방안

박병원

111

고출력 레이저 산업 상용화 기반 구축

조현대

112

제2국가 핵융합연구소 유치

조현대

113

민군기술협력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및 통합평가 방안 연구

이재억

114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 설립방안

이정협

115

국내외 환경변화의 BT출연(연) 미래발전전략

홍성범

116

2013년 과학기술정책 연구 과정(TAP)

김은주

주요 연구 실적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규제 개선방안 연구

위탁·수탁과제 연구

99
100

연구교류회

박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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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활동에 관한 조사 분석

주요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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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tj

팀

임직원 현황

연

수·위탁 과제

연 구 위 원

팀

연구교류회

장

혁신정책본부

2014년도 연구사업 방향

<콜롬비아사업단>

주요 연구 실적

<기술협력팀>

연 구 위 원

101

연

구

원

양은순

미래연구센터

nell7212

연

구

원

고명주

ibun2

센

연

구

원

신광수

sksid2a

선임연구위원

임기철

kchlim

연

구

원

임

songlim

연 구 위 원

서지영

science

연 구 위 원

송치웅

cusong

연 구 위 원

이성호

slee1009

부연구위원

박성원

spark

부연구위원

홍성주

sungjoo

연

구

원

김선지

sjkim1122

연

구

원

윤정현

yjh5791

연

구

원

장성일

sungil

연

구

원

전찬미

241072

연

구

원

조규진

kjcho

연

구

원

황윤하

shinesum

연

구

원

손근영

cindy1127

센

터

장

박기범

soli

선임연구위원

민철구

ckmin

연 구 위 원

김형주

hjkim

송

<벤처창업팀>

팀

장

이윤준

caelee

연 구 위 원

김형주

hjkim

부연구위원

김선우

kimsw

부연구위원

김영환

younghwankim

부연구위원

박찬수

pcs1344

연

구

원

나청호

chunghonice

연

구

원

이화진

hwajin1004

연

구

원

천새롬

srchun

연

구

원

황정하

hwan0107

터

장

박병원

bwonpark

<농·식품생명 R&D팀>

팀

장

이주량

jrlee

부연구위원

박동배

dbpark

부연구위원

정기철

gcjeong

연

구

원

강주연

inging8479

연

구

원

유하영

yukawa

연 구 위 원

엄미정

umi

연

구

원

이정찬

jlee

연 구 위 원

조가원

kawoncho

연

구

원

임영훈

limyh96

연 구 위 원

홍성민

hsamu

연

구

원

김정진

jjkim

연

구

원

김지나

jnkim0305

연

구

원

박은진

park0323

연

구

원

강사라

sarah900

연

구

원

장보원

bowon

연

구

원

전광복

huhu815

글로벌정책본부
본 부 장

이명진

leemyjin

<국제협력정책>

연 구 위 원

이우성

leews

연 구 위 원

이정협

jhlee

연 구 위 원

장용석

jang

동향정보실

연

구

원

Sira

smaliphol

연

구

원

강혜원

gresha83

연

구

원

김성아

sylvia

연

구

원

김지영

jykim

연

구

원

정문숙

moonsook

선임연구위원

홍성범

sbhong

팀

연 구 위 원

이춘근

cglee

연

구

연 구 위 원

김종선

jskim

행

정

연

구

원

손은정

s6623629

인

연

구

원

유

liuzheyes

인

턴

<동북아/남북협력>

102

과기인재정책센터

실

장

김기국

kkkim

장

강희종

kanghj

부연구위원

성경모

lumilyon2

연

전명현

chmh828

장

홍정임

jnhong

원

서현정

shj999

원

정지혜

boyjgh88

턴

구지원

ssirens

채송화

shchae

<동향·지표팀>

팀
구

원

<정보자료·발간팀>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