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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STEPI는 27년간의 서울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해방 후 지난 70년은 먹고살기
위해 그리고 좀 더 잘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시대였습니다.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내용이 어쩌면
단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책도 효율과 효과만을 중시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국가·사회적 목표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이해상충을 풀어가야 하는 정치적 통합과정이 요구되는 사회가 된 것
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 과거의 추격형 전략으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
어젠다로 제시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창조경제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과학기술혁신입니다. STEPI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요구되는 국가혁신시스템과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고,
창조경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STEPI는 기업가정신, 벤처창업을 연구하는 기업가정신연구단을 신설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Young Innovators Talk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기술혁신연구단에서는 국민행복을 위한 과학기술을 연구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TEPI는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사업
모델의 개발을 통해 사회통합 요구에 대응하는 실천적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국제기술혁신
협력센터(IICC)를 설립하여 과학기술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기여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과학기술 ODA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미래연구센터는 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사회의 변화는 물론 과학기술과 사회변화의 상호간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복원력에 대한 연구도
세계 각국의 미래연구소와 국제협력을 통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본 연차보고서에는 STEPI가 2014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모두 수록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 정부 관계자 및 모든 국민들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에서의 지난 27년 동안 STEPI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STEPI는 세종시
에서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국민행복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연구에 매진
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시작한 STEPI의 앞날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세종청사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STEPI는 광복 70년 이후의 과학기술 발전을 준비하는 정책연구를 하였습니다.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국민행복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STEPI는 과학기술분야의 글로벌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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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특징

2014년 연구사업 특징

또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과학기술기반 창조경제 구현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기업가정신의 국제
비교를 통한 창업 환경 진단 및 개선방안」,「역동적 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리민복과 국제공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부응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에 기여
하는 과학기술정책,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등을
모토로 정책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2014년에는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연구, 국정과제를 선도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하는 선제적 과학기술정책 연구 수행에 더욱 노력하고자 하였다.
국가 발전에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의 혁신활동 주체인 대학,
출연연 등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역의 창조경제
활동 현황과 지역혁신 정책 방향」,「이공계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방안」,「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
국가경쟁력 강화에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방안」,「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 구축방안」,「연구공동체의 능동적 역할 제고를 위한 발전전략과
과제」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성공적으로 창업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혁신가(Young Innovators)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들의 경험과 성공요인을 확산하기 위해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스템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부연구
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2014 연구사업 특징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재정 상황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
국제사회 발전에

하였다.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혁신정책’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
2014년의 주요 정책연구를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기여, 사회적 문제해결 기여, 국제사회

하고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서 사용자 참여

발전 기여라는 범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활성화 방안」,「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과 과제」,「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하여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미래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한 과학기술정책의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 시스템의 탐색」,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등의 과제를 추진하여 새로운 혁신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국제협력 수요에 부응하고 한국의 과학기술분야 글로벌 리더쉽을

제안하고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미래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미래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글로벌 STI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더불어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육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융합

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발전을 지원하는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연구로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방안」,「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 특성 분석」,「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등을 수행하여 개도국 발전을 지원하는 바람직한 과학기술 ODA 전략을 모색하였다.

연구사업」,「한 · 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제조업 기반 서비스 산업 R&D 혁신전략」,「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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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고자 「북한 환경기술연구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환경기술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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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양승우 참여연구원 | 홍성주, 이명화, 권보경

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최종화

10

연구공동체의 능동적 역할 제고를 위한 발전전략과 과제

홍사균

11

지역의 창조경제활동 현황과 지역혁신 정책 방향

박동배

12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과 과제

김왕동

■ 본 연구는 연구성과 평가법제 및 실무상 운용실태 분석을

13

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방안

박기범

기반으로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이공계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방안

김선우

연구목적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연구성과 평가법제가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평가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민철구

16

글로벌 STI 플랫폼 구축방안 : 창조경제와 신뢰외교를 지원하는 현지거점을 중심으로

이명진,장용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17

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이주량

전체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와 연구성과 평가법제 간

18

북한 환경기술 연구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김종선

정합성 분석을 목적으로 함

19

역동적 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활성화 방안

손수정

20

제조업 기반 서비스 산업 R&D 혁신전략 -제조업의 서비스화 R&D-

장병열

21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성과 및 경제적 효과분석

이우성

22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김승현

23

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조현대

24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손수정

25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강희종

26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4년차)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 의료의 현황과 발전 과제-

정기철

27

STI Strategies for Poverty Reduction : the Case of Lao PDR

이정협

28

남북 ICT 협력 추진 방안

이춘근

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활성화 전략 -대기업 벤처링 활동을 중심으로-

이윤준

30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안두현

31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 시스템의 탐색

32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장영배

33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방안 연구

장병열

34

2014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지표

김석현

35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Ⅵ

박병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규범체계인 「국가연구개발

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임채윤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연구성과

37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홍성범

38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조가원

- 최소한의 연구관리체제(표준 매뉴얼 체제)로 전환하여

39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조가원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40

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이민형

강화하여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41

기업 내·외부 연구개발과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미애

42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 Young Innovators 포럼 경과 보고서

김형주

43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조황희

44

2014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연차보고서

■ 연구성과 평가법제는 지식과 시장의 연계 강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하여 비영리(Non-profit) 연구기관

15

홍성주,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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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및

연구실적 목록 - 정책연구

조사연구

보고서명

1

14
정책연구

01

- 국내외 연구성과 평가법제를 분석하고, 연구개발시스템
내에서의 연구성과 평가법제의 지위를 고려하여 법제개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함

들의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첨병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연구성과 평가법제상 연구개발과제 내지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결과평가 과정에서 민간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 필요
정책대안
■ 연구성과 평가법제 개편방안 및 구체적 입법안 제시
- 연구성과평가법 등 입법 개정(안) 및 각 법률 개정방안
제시
■ 과학기술정책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및 시범 적용

주요내용
■ 연구성과 평가법제는 연구성과 창출 법제에서 연구개발
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의
행위규범으로 작용
- 연구성과 평가법제상 제원칙들은 연구성과 창출 법제에서
행위의 준칙으로 작용하기 위한 규범체계로 재정립되어야 함
- 질 중심의 연구개발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평가법제의 원칙들을 구현할 필요 있음

- 범부처 과학기술정책평가의 정의, 평가대상 범위의 설정,
평가방법론 개발, 평가방식 및 체계의 규정
- 국회, 정부부처, 감사원, 과학기술계 등 이해관계자집단이
참여하고, 제3의 중립적 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 컨설팅
목적의 평가사업 개발
■ 국가 차원의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매핑
- 평가대상 범위의 설정 전 사전작업으로서 각 부처의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매핑작업 수행
■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특성,
경로, 영향에 대한 정책평가의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시범연구사업 운영
- 선진국 및 성장정체를 고민하는 국가의 경우 새로운 성장
루트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영향평가과제 도입 및
제도화 모색(영국, OECD)
- 국가적 특성, 경로, 영향 진단을 통한 향후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의 방향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STEPI Annual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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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재정 상황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예산 및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

조세지원 대응방안

연구책임자 | 조현대 참여연구원 | 윤문섭, 민철구, 안두현, 성태경, 최태진, 정윤성

연구책임자 | 황용수 참여연구원 | 조현대, 정장훈, 민완기, 황성하, 김종훈, 김주철

연구목적

■ 원천연구사업 성과평가 추진실태 및 분석

연구목적

- 설정된 분석의 틀에 의거하여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유형별로
대표적인 정책프로그램을 분석(장기대형유형 : 글로벌프론

■ 국가채무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복지재정에

명확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어사업 / 중기중형(상향식)유형 :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

대한 수요 역시 커짐으로 인해 향후 재정악화의 우려가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

오니아사업/분야특정(하향식)유형: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 평가절차 관점에서 세 가지 사업들은 사업기간 및 예산

거의 동일한 성과평가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원천연구

규모에서 각각 차이가 있으나 선정평가에서 추적평가까지

사업들의 유형화를 통한 맞춤식 성과평가제도와 같은 방식

유사한 절차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 존재

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함

- 평가방법도 전문가그룹이나 연구관리 기관에 의한 서면
평가, 발표평가 혹은 현장점검 등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업들 간 차이가 없음
- 자체평가의 경우도 명확한 지침이나 평가기준 없이 거의

주요내용
■ 원천연구 개념 분석 및 연구범위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짐
정책대안

- 원천연구란 “최초로 개발되는 근원적인 아이디어 혹은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의 광범위한 활용을 목표로 추진되는 연구”로,
산업적 활용이 매우 한정적이라면 원천연구가 아님
- 대부분의 정책프로그램에서 ‘원천연구’ 혹은 ‘원천기술
개발’을 사업목적으로 명기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함

■ 유형별 성과평가방법 및 지표 개선
- 현재의 동일한 평가방법으로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맞춤형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성격에 맞게
평가를 차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사업 기간,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 지표를
차별화하는 등의 맞춤형 평가로 개선해야 함

■ 해외 주요국 관련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일본의 경우 국가적 수준의 평가지침을 설정, 제시하여
평가의 단계(선정, 단계, 최종평가)마다 근본적으로 체크/
평가해야 하는 중점적 평가지표들을 제시
- 미국 NIH의 경우 연구적 평가책임자(Scientific Review
Officer, SRO) 제도의 운영을 통해 평가주체의 책무성
강화 노력을 하고 있음

■ 평가절차・체계 개선
-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그리고 연구기획 단계에서
성과창출 및 성과활용 관점에서 평가제도를 설계할 필요
- 평가의 목적 및 주안점을 성과창출 및 성과활용에 두고

높아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그동안 확대 일변도에 있었던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재정 운영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

상당한 격차 존재
- 재정 확대 여건이 조성될 경우 연구개발 예산 운영의 총량
규모 확대 고려 필요
정책대안

■ 재정 상황 변화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구조와 우선순위 전환과제, 연구개발
조세지원 적정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제시

■ 연구개발 예산 운영의 전환과제와 대응방안
- 선도형 R&D를 지향한 연구개발 우선순위 변화
- 실용화 후속연구개발촉매기금 운영
- 정부출연(연) 기관고유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외주연구비로

주요내용

배분
- 연구개발사업의 사전적/사후적 효과/영향 평가 내실화

■ 세계 경제위기 상황 속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의 글로벌
양상

- 중소기업의 생산성 약화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연구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기업의 기술혁신은 대체로 경기순응적이고, 정부는 이를
보완하는 정책 대응 실시
- 경제위기 속에서 기술혁신의 양상은 창조적 파괴보다
창조적 축적이 주도

■ 연구개발 조세지원 운영의 전환과제와 대응방안
- 세제지원 축소는 민간 연구개발투자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연구개발투자 유인
효과 견지

■ 세계 경제위기 상황 속의 정책적 대응
- 선진국들의 경우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지속성 유지
-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간접지원인 조세지원 증가

-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조세지원 과세형평성 제고
- 중소기업을 위한 차별적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발굴·
적용
-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적격비용 재평가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 의제로 등장
■ 연구개발 재정의 전반적 운영 기조

■ 원천연구의 개념 및 위상 명확화

-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위축이 이루어

- NIH는 과제의 성과평가를 위해 연구의 중요성, 연구자,

- 국과심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개발과 연구기반조성

혁신성, 연구방법, 연구환경 등 5가지 평가지표의 수준을

질 경우 연구개발과 혁신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영 곤란

으로 구분하고, 10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평가함으로써 계량적인 평가가 아닌 질적인 평가를 추구

- 성장잠재력과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이중에 원천기술개발사업은 없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연차보고서

목표치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되는 예산규모에는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을 검토해야 함

- 이를 개선하여 원천연구 혹은 원천기술개발을 추가해야 함

12

■ 연구개발 재정 운영 규모의 보정
- 재정 운영규모 추정 결과,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정부의

■ 최근 원천연구에 대한 개념・실체 및 사업성과 제고의

- 특히 현재는 다양한 원천연구사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01
연구실적 목록 - 정책연구

02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연구개발 세제감면의 비중이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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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서 사용자 참여

융합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방안 -사회 · 기술시스템 전환의 관점-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 송위진 참여연구원 | 성지은, 김종선, 장영배, 정병걸, 이은경

연구책임자 | 이광호 참여연구원 | 김승현, 최종화, 정장훈, 강지훈, 김선지, 박동오

■ 제5장에서는 최종사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사회

연구목적

문제 해결형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 본 연구는 ‘참여’와 ‘전환’을 핵심어로 하는 ‘사회・기술

현황과 과제를 다룸

시스템 전환론’에 입각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문제

- 1차 사용자로서 기술을 사용하고 개선하며 최종사용자에게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사회적경제 조직에 초점을

평가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맞추어, 취약한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환실험으로서의

-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은 참여형 거버넌스와 장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문제가 해결된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향
-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모색함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활동을 파악하는
관점으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을 논의
- 이는 현재 우리가 접하는 사회문제는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시스템 전환을 통해서 해결 가능
하다고 파악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사회적경제 조직의 문제
해결 활동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틀로서 시스템 전환론의
기본 구조를 논의
■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참여형 거버넌스’와 ‘전환실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제3장)과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제4장)을
정리하고, 전환을 위한 사회・기술실험인 ‘전환실험’의
관점에서 사업들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

사회・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룸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 규명

제도·규제와의 관계 등을 살펴본 결과, 융합 비즈니스

- 융합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기존 모델과의

모델 출현에 따라 산업구조 재편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차별성 도출

ICT 융합에 의해 소비자 선택권 및 접근성 강화가 진전되고
있음

■ 융합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 제시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개발사업과 사회적경제의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 시사점
- 사례분석을 통해 고객가치, 전달방식, 수익방식, 기업역량,

- 과학기술정책과 융합 비즈니스 모델과의 연계방안
정책대안

연구실적 목록 - 정책연구

연구목적

01

주요내용

- 또한 소비자 경험과 신뢰에 대한 가치 제고와 더불어
데이터와 인적자본에 대한 가치도 증대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단계별로 제도 및 규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정책대안

정책대안을 다룸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
■ 연구개발사업을 전환사업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방안,

- 융합 비즈니스 모델 형성에 있어서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사용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방법론 개발,

규제가 작용하고 있으며, 규제가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전환을 위한 사용자 참여형 ‘전환랩(transition lab)’

미치는 사례로는 IPTV 서비스 도입 지연, 콘텐츠산업

활성화, 사회적경제 조직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혁신연계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강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의 합법화

조직(innovation broker)’ 구축 방안들을 대안으로 제시

등을 들 수 있음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은 서로 다른 산업이 융합할 때 생기는
기회를 포착하여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일부 혹은 전체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의 차별성은
관련 제도·규제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것에 있음

■ 융합촉진형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 창업가와 투자가가 만날 수 있는 장(아이디어 마켓) 구축
- Start-up 창업 리스크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공공구매제도 활용을 통한 진입단계 성장 지원
■ 시장경합성 제고를 위한 융합 비즈니스 모델 성장단계별
제도·규제 개선
- 지배단계의 경우 동태적 규제 개선과 함께 독과점에 대한
견제 병행
- 성장단계의 경우 시장경합성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완화와
규제형평성 제고

■ 융합 비즈니스 모델 성장단계별 12개 사례 분석

- 진입단계의 경우 시범사업 추진과 혁신친화적 규제 개선

- 지배단계 사례 : 온라인증권(IT+증권), 멜론(ICT+음악
산업), 골프존(ICT+스포츠)
- 성장단계 사례 : 우버(IT+운송), 에어비앤비(IT+숙박),

■ 융합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책 설계
-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기술개발 강화

쏘카(IT+렌터카), 네스트(IT+에너지), 비키(IT+방송

- 빅데이터 활용과 축적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술개발

콘텐츠)

-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진입단계 사례 : 헬스커넥트(IT+의료/건강관리), 아이디
인큐(IT+설문조사), 힐세리온(IT+의료), 모두의 주차장

저변 확대
- 아이디어 구현 기술의 보호와 남용 방지

(IT+주차관리) 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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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혁신 특성 분석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김승현 참여연구원 | 정미애, 이광호, 김석현, 김만진

연구책임자 | 이명화 참여연구원 | 신은정, 양승우, 류이현, 권보경

연구목적

■ SW 활용분야별 혁신생태계 분석(정성분석) : 자동차

연구목적

소프트웨어
■ 무형재 중심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 플랫폼리더 : 소프트웨어 기준 생태계 영향력이 매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관련 소프트웨어의 혁신 특성에

약하고, 국내 니치플레이어의 경우 타생태계(해외 자동차

대한 기초연구, 그리고 이에 근거한 정책개발은 아직 미흡

생태계)의 플랫폼리더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장기적
으로 생태계의 건강성과 기반이 위험

■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프트
웨어 활용분야별로 기업을 구분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 및 적용하고자 함
- 아울러 국내외 소프트웨어 정책의 체계와 특성을 비교 분석
하여 국내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주요내용

-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내수시장만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움
- 활용분야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존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확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
■ SW 기업별 활용분야별 혁신 특성 분석(정량분석)
- 국내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는 모든 활용분야에 쓰일 수
있는 범용 인프라 영역과 12개의 세부 활용분야로 구분

기업들의 경우 매출 중심보다는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게임·엔터테인먼트와 방송·통신·네트워크,

원칙 구체화
■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
- 규제개혁은 단순 민원 해소 차원을 넘어 문제가 발생하는

- 최근 논쟁의 중심에 있는 6개 주요 바이오 이슈를 사례로
삼아 핵심적인 규제 원칙을 살펴보고, 각 이슈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 6개의 바이오사례 :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유전자검사

- 니치플레이어 : 소프트웨어 관련 개발인력 포함 기반이

-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규제의

규제, 유헬스(u-Health) 서비스, 생물자원의 국제적 이익

부족하고, 소프트웨어기반 기업(IT소프트웨어 업체가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최적의 규제방식을 모색

자동차분야로 업종변경을 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주요 제품

하고자 함

으로 삼는 기업) 육성이 필요
- 브릿지플레이어 : 브릿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종속적인
구매자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생태계의 폐쇄성으로 브릿지
역할이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국내는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소프트웨어 전담 부처조직이
존재하며, 담당자의 전문성 심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국내 정책은 정책별 세분화된 미션보다는 주로

대한 점검
- 바이오 분야 규제에서 지켜야 할 핵심원칙이 실제 사례에
- 규제의 목적, 대상, 규제수립 방식의 측면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진단해 보고, 기존 바이오 분야 규제의 공통적인
특성과 한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분과별 지표관리의 측면이 강하고 부처 간의 유동적인
협조가 활발하지 못함
정책대안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정책 이원화
■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인력수요 세분화 및 구체화
■ 소프트웨어 현황 통계조사 정비

정책대안
■ 진입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방식 전환
- 진입규제는 효과적이지만 바이오 기술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바이오 분야의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융합화・글로벌화 대응전략 강화
- 기술융합의 시대에 맞춰 바이오 규제 대상범위의 재설정,
중첩 영역에 대한 규제 수립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
-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 과학기술 분야 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 규제의 일반적 정의 및 과학기술 분야 규제의 차별성

■ 소프트웨어 가치 재정립 및 하도급 관계 개선

배분 이슈, 유전자변형작물(GMO), 배아줄기세포 연구

■ 기존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에서 원칙과 방향성에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려고 함

가능(공통분야 기업 36%, 활용분야 기업 64%)
- 개발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정량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

■ 6개 바이오 이슈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규제 개선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시스템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함

■ 국내외 소프트웨어 정책 체계 및 사례 분석
■ 국내외 소프트웨어 현황 및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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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분야에서 규제의 역할
- 규제 실패의 원인에 대한 일반론
- 과학기술 분야 규제의 실패에 대한 원인 고찰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 개선
- 사회적 합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며, 연구의 성과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함

■ 바이오 분야의 특성과 규제의 현황 분석
- 생명을 다루는 바이오 분야의 특성 및 국내외 시장 현황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바이오 분야 규제의 현황 분석

자동차·교통분야 기업들의 경우 안정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매출만을 늘리는 것보다는 연구개발활동 성과를
늘리고 수익을 늘리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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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의 국제 비교를 통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환경 진단 및 개선방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김석관 참여연구원 | 이윤준, 김영환, 배용호, 임송, 고명주

연구책임자 | 최종화 참여연구원 | 이광호, 서지영, 김선지, 이상훈, 김병건

연구목적

■ 기업가정신 지수의 분석과 진단

연구목적

- K-평균 군집 분석 결과 ‘비즈니스 친화형’, ‘창업국가형’,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기업가정신 지수를 개발하고
비교함으로써 국내 창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침체형/후발추격형’ 등 3개 그룹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세 번째 유형에 속했음

■ 공공구매제도의 기술혁신 유도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공공구매제도의 기술혁신 유도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수행

- 기업가정신 지수의 개발 및 국제 비교

부족하며, 대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 지식

- 공공구매정책이 기술혁신을 유도하는가의 관점에서

- 기업가정신 지수 패턴의 분석 및 국가별 유형화

기반, 교육, 문화 부문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가정신 정책 맵과 우리나라의 지수 패턴의 비교
-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우선순위
정책 과제 제시
주요내용

데이터 기반 분석모형 적용

- 현재의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정책을 본 지수 체계에 배치
해본 결과, 성장 단계의 정책이 가장 많았고 창업 준비와
창업 단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구매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및 문제영역 파악을 통한
개선요구사항 도출
- 현재 공공구매제도의 실제적 문제영역 파악을 위해 현황

정책대안

분석
- 해외 혁신형 공공구매정책 관련 벤치마킹을 통한 공공

■ 새로운 기업가정신 지수의 개발

■ 기업가정신 정책의 개선 방향

- GEM 등 5종의 기존 기업가정신 지수의 강약점을 분석하여

- 기업가정신 지수의 분석과 진단 결과, 우리나라는 창업

새로운 지수 체계를 구성
- 창업자 요인, 환경 요인, 성과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창업
에서 성장과 폐업에 이르는 기업 생애의 전주기를 다루며,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균형적으로 활용하고,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종합, 부문별, 지표별 순위가
도출되는 지수를 개발
- 창업가, 창업 환경, 창업 성과를 세로축으로 하고, 창업
준비-창업-성장-실패/재도전의 기업 사이클을 가로축
으로 하는 매트릭스형 지수 체계를 구성
- 별도의 조사 없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원칙 아래
데이터의 구득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수 체계의 각 셀에
적합한 대리 지표로 62개의 지표를 선정
■ 기업가정신 지수의 산출
- 62개의 대리 지표에 대해 13개의 출처에서 지표 값을 수집,
26개국을 대상으로 ’08~’10년 기간 동안의 평균치를 산출

18

준비 및 창업 단계와 지식 인프라, 능력개발/교육, 문화
부문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창업 준비 및 창업 단계에서의 금융, 지식
인프라, 교육, 문화 부문에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함

구매제도 개선점 분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방향 제시
- 실증분석 및 현황분석을 통해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개선방향 제시
주요내용

장벽의 해소, ③ 창업 준비 및 초기 단계의 투자 촉진(엔젤 등),
④ 실패 후 회복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 ⑤ 역량 있는 창업가와
좋은 창업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지식 인프라의 구축, ⑥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한 창업 관련 인식도 제고, ⑦ 대학의

■ 공공구매제도의 기술진보 효과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조세제도와 공공구매
제도의 GDP 상승과 기술진보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구매제도가 기술진보 측면에서
적합한 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됨

창업 교육 강화, ⑧ 창업을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⑨

■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와 조달청 우수제품시장

지재권보호를통한지재권관련사회적인식제고,⑩공무원의

- 기술혁신형 제품의 실효적 공급기회 측면에서 혁신기업과

부패 척결을 위한 엄격한 제도 구축과 실행

일반기업의 공급기회를 비교하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5% 이상 구간에서 혁신기업의 실제적 공급기회가
일반기업 대비 낮게 나타남

- 종합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6개국 중 16위를 기록했으며,

- 우수제품시장에 참여한 기업의 참여전후 시점에서 주요

북유럽의 강소국들과 미국 및 대만이 10위권 내에 위치함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수제품시장의 등록이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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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현황조사
-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현황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방향성, 운영프로세스, 추진
체계의 관점에서 세부적인 분석관점을 정의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영역을 도출하였음
-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EU, 독일, 핀란드, 스웨덴의 기술
혁신형 공공구매 현황을 조사하였음
정책대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수요 창출
- (기존제품 대체) 기존 제품의 대체수요를 통해 기술혁신
제품의 수요를 창출
- (新수요 창출) 새로운 공공서비스 발굴과 연계하여 新수요의
창출 추진
■ 기획-R&D-사업화의 전과정 연계 체계 구축
- (지원대상 다변화) 민간 주도의 실행이 어려운 대상과 주제도

■ 10가지 우선적 정책 과제
- ① 기업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② 불공정 시장진입

안정성에 도움을 준 반면 연구개발측면에서는 효과가
부재한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는 창업의 질이 좋지 않고, 창업가의 인식과 역량이

이로부터 정책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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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 포함
- (제도연계 강화) 연구개발 전후단계 지원방안 강화
■ 공급-수요 연계를 위한 프로세스 및 채널 확보
- (공급-수요 연계채널 확보) 조달물자 공고 체계의 유연성과
전자채널 확보
- (수요 역제안 프로세스 구축) 공공제품 수요 역제안 프로세스
구축
■ 공공구매시장 진입을 위한 운영원칙 및 평가방식 전환
- (거래중심 전환) 현재 공공구매시장의 등록 중심 운영
원칙을 거래 중심으로 전환
- (기술성평가 개선) 인증에 기반한 기술능력평가 방식을
업종을 고려한 기술능력평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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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공동체의 능동적 역할 제고를 위한

지역의 창조경제활동 현황과

발전전략과 과제

지역혁신 정책 방향

연구책임자 | 홍사균 참여연구원 | 조용래, 박동배, 박하얀

연구책임자 | 박동배 참여연구원 | 김명관, 이주량, 장병열, 윤문섭, 정선화

정책대안

연구목적

연구실적 목록 - 정책연구

연구목적

01

■ 조사 결과 분석
- 국가차원의 항목별 비교 분석

■ 기술혁신과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학, 출연(연),

■ 정부의 역할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문,

- 혁신공동체 운영 및 지원시설에 대한 경비를 지원

문화,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와의 결합을 탐색하는 도구로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혁신공동체 운영의 성과를

혁신공동체를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진
전략과 활용방안을 모색함
- 기술혁신 과정이나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노하우,

최대한 반영
- 대학이나 정부연구기관에서 스스로 혁신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활성화하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데
효율적인 협력 수단으로 이른바 혁신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 정책적 건의사항

방안을 강구함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확대 추진하고, 지역별 창조

■ 지역 창조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현황을 바탕
으로 한 지역별 강점분야 및 특화수준 분석이 필요
■ 현재의 지역혁신체제에서 지역 창조경제생태계로 전환을

■ 혁신공동체와 관련된 이론과 개념 고찰
- 혁신공동체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된 이론적 배경 고찰
- 관련 개념 : 사회학에서의 ‘공동체’와 경영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행공동체’를 살펴본 후, ‘혁신공동체’에 대한 개념

공동체 개념을 적극 활용할 필요
필요
추진하고 있는 ‘지식클러스터지원사업’을 확대 추진

■ 지표별/지역별 창조산업 생태계 현황 수준 분석 및 지역
정책방향 제시
주요내용

영향 요인 검토
■ 혁신공동체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 혁신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논의
- 혁신공동체가 지향해 나갈 방향, 혁신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 틀과 구성 요소, 유형별 특성 등을 논의
- 향후 혁신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갈 방향과 전략을 논의

강화가 필요
■ 지역 중심의 기술개발시스템을 구축과 창조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 투자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과제 도출임
- 투자 효율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자원 확대보다도

■ Category 설정
- 기존 지표 체계 및 세부 지표 분석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함

- Category 설정 및 개념 정립
- 세부 지표 발굴

■ 향후 지역 창조경제역량 지표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 세부 후보지표 선정

-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고찰
- 혁신공동체가 기술혁신 과정에서 혁신공동체의 역할과

정책대안
■ 창조경제혁신 관련 계획 및 기구 간 상호 유기적 연계의

■ 지역 창조경제 활동을 분석·진단하기 위한 모형 및 지표 개발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혁신공동체를 활용하여 만들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013년부터

- 카테고리별/세부지표별 비교 분석 실시

위한 정책방향 모색

경제혁신센터가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혁신
주요내용

- 권역별/지역별 비교 분석 방법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창조경제혁신 카테고리별 유망 후보지표 발굴
■ 후보지표별 통계 조사
- 후보지표 작성 기준 통계 조사
- 통계 조사 결과 타당성 검토

및 검증을 통해 지표 교체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세부 지표 각각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검증
작업 필요
- 인식 지표의 경우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동의 폭이 크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식

■ 지표 선정 및 확정

지표로만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현상

- 기존의 연구 및 기존의 활용되고 있는 지표 검토

파악을 위한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들의 적절한 조화가

- 지표 선정 및 정의 (지표의 유의미성 파악)

바람직함

- 중점 추진 대상 영역, 중점 추진영역별 활성화 전략과
운영 방향, 연구주체별 추진방향과 전략 등
- 혁신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
클러스터/지역발전과의 연계방안 검토

■ 분석 기준 및 방법론 정립
- 종합, 범주별, 세부 지표별 분석 기준 검토
- 지역별 비교 분석 방법(평균과 표준편차)
-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도) 분석 방법

■ 향후 정부의 역할과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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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출연(연)의 역할과 과제

한계 및 대응방안

연구책임자 | 김왕동 참여연구원 | 박미영, 장영배, 송위진

연구책임자 | 박기범 참여연구원 | 홍성민, 조가원, 김선우, 장보원, 이상돈, 김진용, 심정민

- 향후 수행해야 할 연구영역 : 안전사회, 재난재해 해결

연구목적

영역이 가장 높음
■ 대내외적으로 사회적 도전과제 R&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도전과제 R&D 수행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과

- 수행 가능한 연구영역과 수행해야 할 연구영역 간 불일치
영역 : 대학이나 민간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
■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
- (가칭)국가사회기술혁신특별위원회 구성

■ 과거 제조업 기반 고도 성장기에는 범용 인재 양성과 인력
풀 확대가 과기인재정책의 주요 목표였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정책의
한계가 노정
■ 전환기 과기인재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사회적 도전과제의 정의와 특성을 규명

- (가칭)사회기술혁신센터 구성

- 과거 성공적이었던 과기인재정책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 출연(연)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사회적 도전과제

- (가칭)사회기술혁신팀 구성

R&D 추진의 정당성 검토
- 국내외 사례분석과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해 출연(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 도출
주요내용

■ 연구소 차원의 사회적 도전과제 R&D 수행을 위한 전환
프로세스 설계
- 비전 공유 및 조직변화 가이드라인

한계에 도달하였고 과학기술인력 문제가 전환기에 직면
하였음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과기인재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회적 도전과제 수요 발굴 가이드라인
- 사회・기술기획 및 연구기획 가이드라인

■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성과와 한계

■ 사회적 도전과제의 정의 및 특징

- 사회적 도전과제 R&D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 2000년 이후 실시된 수급전망의 예측치에 대한 사후적

- 사회적 도전과제(SAP)의 정의 :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

- 사회적 도전과제 R&D 실증 및 확산 가이드라인

하며 사회적 파급력이 커, 시스템 전환이 요구되는 사회적
어젠다를 말함
- 사회적 도전과제의 특징 : 시장실패 영역, 공공성의 성격이
강하고 초학제적 연구를 필요로 하며, 사회・기술시스템
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참여적 연구를 필요로 함
■ 출연(연)의 사회적 도전과제 R&D 추진상의 정당성
- 사회적 도전과제 R&D 속성 차원 : 장기적이며 초학제적
연구를 요구, 출연(연)이 가장 유리
- 대내외적 환경변화 차원 : 지속가능발전 시대에 적합한
출연(연)의 새로운 역할로 부각
■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 규명
- 현재 수행 가능한 연구영역 : 기후, 환경, 자원 효율화와

정책대안
■ 출연(연)의 새로운 미션 및 역할로 사회적 도전과제 R&D
어젠다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분석
■ 출연(연) 차원에서 향후 사회적 도전과제 R&D 수행을
위한 시스템 전환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 과학기술인력의 직업 및 역량구조 변화
- ’90년대 이전 세대와는 달리 2000년대 이후 전통적

- (가칭)전환위원회 구성

과제에 대해 살펴봄

연구실적 목록 - 정책연구

연구목적

01

직업군의 비중이 줄고 기타 직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 경력패턴의 붕괴가 최근 더욱 뚜렷하게 진행
- 박사급 인력의 직업 구성이 변화하면서 하향 취업 징후가
뚜렷
정책대안
■ 양적 공급보다는 활용을 고려한 인력양성정책 추진
■ 부문별 정책 간 연계・통합 기제로서의 과기인재정책
위상 수립
■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체계 구축

검증 결과 학력-전공별 수요 전망의 신뢰성은 높지 않으며
공급전망도 고등교육의 빠른 증가를 제대로 예상치 못함
- 수요전망과 공급전망을 결합한 수급차 전망의 타당성 검증
결과, 수요와 공급의 과다를 의미하는 예측방향은 대체로
적합하였으나 수급차, 규모에 대한 절대 오차는 대부분
분야에서 매우 크게 나타남
■ 연구개발정책과 과기인재정책 간 연계
- 나노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정책이 과기인재의 양성에

■ 사회적 도전과제 R&D 우선순위 및 인식도 조사를 위한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학 교육은 사회적 수요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 연구영역과 전문가들의

괴리되어 있고 석박사 배출 인원도 해당 분야에서 충분히

인식도를 조사

활용되고 있지 못함
- 과거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연구개발정책의 추진에 있어
서도 배출되는 인력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성 제기

원자재 분야가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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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공계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방안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01
연구실적 목록 - 정책연구

14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 김선우
참여연구원 | 신은정, 김형주, 홍성민, 박기범, 천새롬, 고혁진, 박진서, 신영규

연구목적

협력활동 실태조사」를 분석, 정규 창업강좌 개설 정도와

연구책임자 | 민철구 참여연구원 | 안종욱, 조현대, 박은진

연구목적

시사점 도출

창업 동아리 수, 전공별 학생 창업 실태를 파악함
■ 국민소득 3만불 달성 및 4만불 시대의 개막을 위한 필요
조건, 기업가정신!

- 대학의 창업교육과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수준과의 관계를

■ 본 연구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국가적 활용을 제고하여

분석해 창업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간 기업가정신 수준

과학기술자 평생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경우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시점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검증하고, 창업 강좌와 창업

에서 기업가정신을 국가 어젠다로 정하고 기업가정신

동아리가 기업가정신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

교육을 의무화
■ 기술기반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공계 대상의
창업교육 강화 필요

■ 이공계 대학의 창업교육 선진 사례
- 해외 유수대학의 사례로 스탠포드대학, 미시간대학, 알토
대학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기타 우수 사례로서 창업교육이

-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

대학 내부(산기대의 4UP) vs 외부(한양대 D-CAMP)에서

이고, 생계형 창업보다는 혁신형 창업이 3년 후 생존율이나

이루어지는지, 창업교육의 자원이 내부자원(캠퍼스영웅전)

일자리창출 효과가 월등히 높음

vs 외부자원(MOOC 활용)인지에 따라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

■ 본 연구는 ‘이공계 학생을 잠재적 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나’는 연구 질문에 답하기

정책대안

위해 창업교육 정의, 창업교육 실태 조사, 우수사례 벤치
마킹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본 방향
- 창업교육 내실화, 창업교육 성과 제고, 창업교육 생태계

주요내용

구축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고령화 전망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수급구조 변화 추이 분석
-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
시스템 설계 및 미래수요 예측 등을 실행
- 주요 선진국의 인력활용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현행 주요 사업의 수급
분석과 미래 유망 신규 아이템 도출 등의 연구 수행
주요내용
■ 인구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수급구조의 변화
-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는 2030년 59만여 명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60세 이상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 근로자 수는 2010년 3.1%를 거쳐 2040년 10%를

- 창업교육과 관련된 40여 편의 핵심 논문 및 국내/외 다수

- 창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창업교육 전담교원 배치 및 육성,

상회

논문을 분석하여 창업교육을 “세상의 모든 것을 기회로

학내 창업교육 전담조직의 지속성 확보, 학생 및 교원의

볼 수 있고,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창업활동 참여유인책 제공

이루나 최근 수동적 교수법에서 능동적 교수법으로 변화
중에 있으며, 창업교육 평가 지표는 졸업생들이 세운 창업
기업 수가 가장 많이 활용됨

- 창업교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이공계대학생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 대학 간/학제 간 창업교육 활성화 및 온라인
교육 확대
- 성
 과 환류를 위한 창업활동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생 창업
기업에 투자 확대
- 창업교육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창업교육 중심의 대학

■ 대학의 창업교육,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나
- 총 198개 대학의 창업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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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 지역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
진로 및 경력경로 차원에서 창업교육 인식

- 각국의 여건과 수행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별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 필요
- 고령 과학기술인력 전체를 위한 방대한 지원보다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핵심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에 맞춰진 체계적
이고 집중적인 지원 필요
- ‘사회와의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모임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지원 필요
정책대안
■ 현행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지원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한 지원 사업의 유형화 필요
- 개별 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공공적 가치와 개인적 소득창출
수요 등 2가지 핵심변수를 반영하여 현행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 지원사업을 8개로 유형화하고 우선순위 도출

■ 정책과제

- 창업교육 교수법은 강의, 사례연구, 그룹 토론 등이 주를

24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함
- 기존 이론·문헌 연구는 물론 광범위한 산학연 전문가

■ 창업교육이란 무엇인가

정의

■ 주요국의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사례 분석을 통한

- 2010년 5.1%에 불과하던 57세 이상 근로자 수는 2060년
16.8%를 차지하게 됨으로, 정년연장으로 미래 과학기술
인력 수요 미달을 5%p 이상 개선 할 수 있음

-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일자리’ 지원 수급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공급률이 가장 낮기에 지원 규모 확대 시급
■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활용도 제고 방안 제시
- 인력유동성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와 일하는 복지 개념
정립과 활용 사업의 전략적 확대 시행 제시
- 현재 수행 또는 추진 중인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
사업들 외의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

■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 설계
- 근로 의사, 기대 여명, 건강관리 측면에서 과학기술인력의
생애주기 확장, 즉 정년연장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65세까지 연장할 경우 ‘생애주기 확장’ 효과를 추정
- 생애주기 확장은 근로자 수 19%, 인적자본 가치 21%
증대, 고급 과학기술인력 1인당 인적자본가치 2.2% 증가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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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TI 플랫폼 구축방안: 창조경제와

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01
연구실적 목록 - 정책연구

16
신뢰외교를 지원하는 현지거점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이명진, 장용석

연구책임자 | 이주량

참여연구원 | 홍성범, 손수정, 이우성, 이춘근, 최영식, 임덕순, 김지영

참여연구원 | 어명근, 문한필, 이찬송, 박동배, 정기철, 강주연, 박은진, 양한주

연구목적

정책대안

연구목적

■ 한국과 중국의 FTA 대응 사례 및 정책
- 한국과 중국의 무역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한국과

■ 창조경제의 글로벌화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의 탐색 및
보완
■ 창조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플랫폼(GSTIP)의 구축을 제시하고, 그
바람직한 모습을 설계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플랫폼(GSTIP)의 활용사례 제시
주요내용

■ GSTIP 구축방안
- 글로벌 가치사슬(GVC)상에서의 GSTIP의 역할 : GVC
로의 진출, 확대, 업그레이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허들을 타개해 줄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제공
■ GSTIP 활용 예시
- 중국시장 개척 : 중국 기술시장 생태계 진단,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Action Program 도출, 한중 혁신융합모델
도출
- 인도시장 개척 : KIST 한-인도 과학기술협력센터를 현지

■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거점으로 활용, 상호보완적 관계형성, 본원적 기능과

- 글로벌 개방혁신과 글로벌 가치사슬

부가가치 지원 기능별로 협력모델 도출

■ 본 연구는 한・중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업
R&D의 역할과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가짐
- 농업 무역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 무역 이론들 검토와
농업교역 측면에서 한국=중국과 유사한 관계를 가진
네덜란드=독일, 뉴질랜드=호주의 사례를 탐구
- 중국의 농업 및 농업 R&D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FTA 대응 사례 및 정책 분석
- 농업 R&D 품목별 한・중 FTA 대응 시급성 평가를 통해
시급성 및 우선순위 도출
주요내용

- 플랫폼의 이론적 고찰

■ 한・중 농업 FTA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과학기술외교의 이론적 고찰

- 일반교역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농업교역을 이론적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플랫폼(GSTIP)의 개념틀

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 관련 국제무역 이론들을
검토 및 분석

■ 해외사례 및 동향분석
- 해외 과학기술혁신 현지거점 사례

- 적정기술센터 : 공공외교 및 창업지원 현지거점 사례
분석

-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의 산업 내 무역에
대해 조사·분석
- 독일-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한・중 FTA에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발굴

- 개념 및 구조

- 중국의 농업 생산 및 소비, 주요 지표의 변화와 중국 농업

- GSTIP 활용 예시

- 32개 품목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고 R&D 지원 우선순위 품목 도출
정책대안
■ 통상 부문
- 최대한 낮은 수준의 농업 분야 FTA 달성과 친환경성, 식품
안전성 등에서 높은 수준이 중국 국내 농업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 농업정책 부문
FTA 농업 부문 종합대책 수립, 농업 생산요소의 재배치

■ 중국 농업 및 농업 R&D에 대한 고찰

- 해외거점 구축 방안

■ 농업 R&D 품목별 한・중 FTA 대응 시급성 평가

무역 효과뿐만이 아니라 산업 내 무역 효과가 가능함을 밝힘

■ GSTIP 구축방안
- 국내거점 구축 방안

R&D 전략 수립시 필요한 정보 획득

- 규모화, 조직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유통 경쟁력 확보,

■ 산업 내 무역 : 해외사례 조사
- 국내 해외진출 지원 사업 기능 분석

대해 조사
- 한・칠레 FTA 사례 분석을 통해 한・중 FTA 대응 농업

- 전통적 무역 이론과 현대 무역 이론 분석을 통해 산업 간

- 해외 혁신플랫폼 구축사례
■ 국내현황 분석 및 문제점

중국의 기체결한 FTA를 통해 각 국의 협상 전략과 내용에

R&D 정책 등을 통해, 중국 농업의 강점과 약점 파악 및

정책 등이 필요
■ 농업 R&D 부문
- 산업 내 무역을 극대화할 수 있는 R&D 정책, 비관세 조치
관련 R&D 지원, 농업 인프라 구축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R&D 사업 추진
- 농업 교육 시스템에 대한 R&D 추진, 국내 농업과 농식품
산업 연계 강화를 위한 R&D 연구, 중국과의 농업 공동
연구 추진, R&D 지원 우선 품목 선정 및 지원

중국 농산물의 공급과 수요 추세 분석
-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FTA 대응 농업 정책 및 농업 R&D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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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환경기술 연구현황과

역동적 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 김종선 참여연구원 | 이춘근, 남달리, 박진희

연구책임자 | 손수정 참여연구원 | 임채윤, 박찬수, 양은순

정책대안

연구목적

연구실적 목록 - 정책연구

연구목적

01

- 선진 IP금융 환경에 비교해서 국내 IP금융 환경이 갖는 법
규제 및 시스템의 한계점을 도출

■ 북한 내 환경 분야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안 도출

■ 환경 분야의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안 제시

■ 혁신생태계 관점의 IP금융 이해

- 북한 내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인도적 분야 사업 발굴

- IP금융은 창조경제 활성화의 중심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 현재까지 북한의 환경 분야 협력연구들은 환경오염 문제

- 북한의 환경문제 해결정책 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 실시

만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과학기술

- 북한 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업 실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IP금융의 특징 및 운영 모델 등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

- 북한 내 환경문제 대응 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 실시

이해 부족으로, 기존에 논의 되어온 기술금융의 틀에서

- 본 연구는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북한 내 노력 및 협력
시도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안들을 도출함
주요내용
■ 북한 내 환경 문제 현황 고찰
- 북한 내 환경 오염 문제 현황 파악
- 관련 북한 정부의 대응 노력 및 방향 파악
■ 북한 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최근 노력 분석
- 최근 10년간 환경 관련 논문 분석 수행
- 환경정책 시스템 관점에서 논문 분석 및 북한의 해결
노력, 제한 조건 등 파악
■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현황 분석
-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 현황 파악
■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안
제시
- 북한 내 환경문제 현황 및 정부 노력, 수요 결과 정리
- 실질적 수요를 기반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향 제시
- 관련 남북 과학기술 협력 방안 및 시범사업 제시

■ 관련 시범사업 제시
- 임진강 수질관리를 위한 환경 협력 사업

기반이자 매개수단(Intermediary) 역할을 수행함

전개되는 한계점이 있음
■ 본 연구는 창조경제의 혁신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IP

- 경제특구 환경오염 관리 협력 사업

금융의 기능과 역할, 추진 모델 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 남북한 황사 공동대응 사업

선진 IP금융으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 설계를 목표로 함
주요내용

■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IP금융 모델 제시
- 혁신생태계 단계별 국내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IP금융 적정
모델 설계
- 자산기반, 제품기반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환경 진단과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대안
■ 자산기반 IP금융 활성화 방안
- 자산으로서의 권리 및 신뢰성 확보 : 특허동향조사 확대,
특허명세서 고도화
- 글로벌 도전 펀드 조성 : 글로벌 IP 수익화 도전 펀드 조성,

■ IP금융의 이해
- IP금융의 진화와 특징 분석 : 기술금융에서 IP금융으로의
전개
- IP금융의 이원화 : 자산기반 IP금융(IP Asset financing),
제품기반 IP금융(IP Corporate financing)

도전 펀드 운용을 통한 인력의 전문성 함양
-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구축 : 정보와 사업, 인력이 통합적
으로 연계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및 벨트(‘Value-up
Conveyor Belt’와 ‘Exchange Conveyor Belt’) 구축,
플랫폼 참여자 인센티브 설계

■ 혁신생태계 관점의 IP금융 현황과 한계점 진단

■ 제품기반 IP금융 활성화 방안

- 혁 신생태계를 초기단계(Early Phase), 성장단계

- 인큐베이션 기능 강화

(Growth Phase), 출구단계(Exit Phase)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접근 가능한 공공IP금융 현황(모델 및 규모)
- 초기, 성장, 출구 단계별 IP금융의 양적 부족, 적정 모델
설계의 미흡

: 인큐베이팅 연계 지원형 사업화 금융 설계
- 인큐베이션 연계 파이낸싱 격차(financing gap) 완화
: 엔젤투자자에 대한 브릿지(bridge) 권한 부여
- 인큐베이션 연계 지원형 지원사업의 평가 구조 개선

- 자산기반 IP금융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적 한계 및 시장의
전문성 부족
■ 선진 IP금융 모델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혁 신생태계 단계별 적정 선진 IP금융 모델 분석
: IP Loan, IP Securitization, IP Sales & lease back,
Public-Private Hybrid 모델, VC 모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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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기반 서비스 산업 R&D 혁신전략

기초 · 원천연구 투자의 성과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R&D-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책임자 | 장병열 참여연구원 | 문영환, 황석원

연구책임자 | 이우성 참여연구원 | 박미영, 김보현

연구목적

■ 국내외 국방부문 서비스화 분석과 시사점

연구목적

- 국방부문의 제조업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 제조업의 서비스화 R&D 혁신 전략 제시
- 주요 산업별(기계/ 국방) 제조업 서비스 가치분석(Value
chain) 도출 및 분석
- 주요 산업별 제조업 서비스 산업 특징 및 유형 분석

- 성과 기반의 군수지원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함
으로써, 제조업 서비스에게 보다 큰 기회를 제공
- 국내 국방부문 제조업서비스가 부분적인 아웃소싱 수준
(창정비 대행)에 머물고 있는 원인은 통합적 솔루션을 제공

- 주요 산업별 관련 연계 서비스 현황조사

할 수 있는 제조역량(기술) 부족 때문이므로, 개발단계에

- 제조업 서비스산업 창출 과정분석

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필요

- 제조업 서비스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R&D 혁신 정책
제시
주요내용

■ 해외/국내 제조업의 서비스화 사례, 국방 부문 서비스화
사례
- 주요 국내외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국방 부문 서비스화가
확산 중이며, 이로 인해 서비스 중심으로 가치 사슬이 변화

■ 제조업의 서비스화 개념 및 선행연구
-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① 제조업 성장 한계, ② 기술의
평준화 및 가격에 의한 경쟁 심화, ③ 낮은 생산 원가를
가진 중국 등 후발 국가의 급부상, ④ 제품 중심의 경쟁력
추구로 확산되고 있음
- 선진국의 기계 산업은 제조업의 서비스 매출의 40% 이상
으로 높은 서비스화를 통해 제조업의 고용 한계를 극복,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계 산업은
서비스 분야 매출 비중이 21%에 불과
■ 제조업의 서비스화 관련 정책 분석과 시사점
- 독일 : 사물 인터넷의 도입을 통한 제조공정 혁신(스마트
팩토리)
- 영국 :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화
- 미국 : 중소기업과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업 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한 리쇼어링(Re-shoring)
- 한국 : 산업융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국가 경쟁력
강화

하고 있음
정책대안
■ 국방 R&D 패러다임의 전환
- 국방부문 제조업의 서비스화 대상의 확대
- 서비스화를 위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 서비스화의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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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사례분석
- 경유연료용 청정분산 첨가제 개발

■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계량적 추정연구방법과 사례분석

- 경질올레핀생산을 위한 나프타 촉매분해기술

- 거시경제성장률에서 기초연구가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

- 종보전자산업용 금속 전구체 개발

효과규모를 추정과 기초연구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 신약개발플랫폼기술

경로와 방법에 대해 알아봄

- 식물추출물은행 구축

- 기존 R&D 투자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 추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 유용종자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종자가공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정리하고 국내외적으로 R&D 투자가 가져오는 수익률에

- 나노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개발

대한 계량경제 추정결과를 비교분석

- 탄소나노튜브 트랜지서의 양극성을 이용한 논리회로 개발

- 국내외에서 기초연구나 공공 R&D 투자가 가져오는 계량적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
- 기초연구의 경제적 효과추정을 위한 계량경제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경제효과분석을 위한 사례분석의 설문지
내용을 설명

■ 종합 및 시사점
- 과제 개요, 사업화 진행과정, 실행단계, 기초・원천연구의
사업화 성과 등으로 구분
정책대안

- 계량경제분석 결과와 사례분석 결과들을 제시하고 전체
적인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연대별로 연구개발투자 스톡 증가율에 연개별 R&D 투자
스톡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의 탄력성 추정치를 통해 연대별

주요내용
■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R&D 투자가 가지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과 기여도
분석

- 명목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단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 직접경제효과와 순부가가치 중대효과 그리고 간접경제

- 서비스플랫폼의 개발을 통한 국방부문 서비스화 촉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매해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효과 기술경쟁력 강화효과, 국제네트워크 구축 효과, 환경

- 국방부문 제조업 서비스의 수출 지향을 통한 경쟁력 강화

투자규모가 증가됨

등 사회적 효과로 다양하게 나타남

증대

■ 제조 산업의 서비스화 지원 R&D 및 혁신 제도

■ 우수사례조사

-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

- 제조업의 서비스화 연구개발(R&D) 촉진
-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조업 서비스 연구개발
■ 중소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지원 R&D 사업 및 혁신 제도
-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
- 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한 산업공작소 역할 강화

* 나노기술은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실용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
* 국내 식물 자원들을 재파악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자료들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재정리하여 Database

■ 조사분석에 있어서 기초연구의 사업화 성과는 수입대체
효과, 기업의 매출확대 등 상당한 파급효과 예상
■ 기초연구 투자 확대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임
■ 기존 추격형 연구개발 단계에서 벗어나 창조형 연구개발
단계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주춧돌이자 선진국으로 도약
하기위한 원동력임을 인식

구축 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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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방안 연구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김승현 참여연구원 | 임채윤, 이성호, 서지영, 황정하

연구책임자 | 조현대 참여연구원 | 윤문섭, 김선우, 정윤성, 손상학

협력, 제도 및 규제 개편이, 2011년도에는 금융보다는
■ 과거 민간영역이 성장하기 이전 연구개발은 주로 정부와
출연(연) 주도로 이루어졌음

인력, 기술이전 및 아웃소싱 등이, 2013년도 계획에서는
세제, 금융, 인력, 산학연 협력 등에 대한 지원 외에도
시장이나 판로 개척, 창업 관련 지원이 추가되었음

■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 연구개발 규모는 국가 총 연구개발
비의 77%를 넘어섰으며,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임

■ 민간 R&D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

■ 하지만 민간 연구개발의 정량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

■ 미래성장산업 분야의 민간 R&D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

개발성과’의 신성장동력화 및 기존 산업의 고도화로의 기여

- 융·복합 신기술·신산업/ 바이오기술·산업/ 기후변화

정도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등과 같은 연구
개발의 질적인 이슈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

대응 기술·산업/ 연구개발서비스업
■ 중소·벤처기업의 R&D 역량 강화 관련 주요 이슈

■ 따라서 민간 연구개발에 대한 질적인 접근 중의 하나로

- 민간 R&D를 선도하는 기술창업 지원 강화/ 우수한 기술

중소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율적 연구개발

집약형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산학연 내실화를 통해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이슈 발굴 및 사례분석이 필요함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

주요내용

■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심화 사례분석

■ 민간 R&D 투자 현황

- 기술중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12년에는 43.2조원,

- 국내 민간연구재단의 활성화

증가율 역시 10.3%로 매우 높음
- 민간기업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R&D 투자의 74.7%를 차지하지만, 기업체 사용
연구비 중 대기업 비중이 높고,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중도
주요국에 비해 상위기업에서만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민간 R&D 촉진을 위한 기존 정부정책 리뷰
- ’90년대 후반까지 민간 R&D는 정부 R&D를 중심으로
유도되었음
- ’00년대 초반부터는 정부와 구분된 민간 R&D 자체의
역할이 정립되기 시작함
- ’00년대 후반부터는 민간 R&D를 위한 전담전략이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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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
- 하지만 국내의 경우 증가하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기초연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슈들과 요구들이 제기
■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배경과 문제의식 하에 선도형
R&D 전환에 필요한 효과적ㆍ효율적 기초연구사업 지원
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SW 하도급 거래 개선
■ MAS 기술성평가 강화

■ 연구현장 의견 수렴 및 분석
- 기초연구과제 선정률 감소를 포함한 선정률의 급격한
대한 개선 요구
- IBS 설립과 같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 연구자들에
대한 예산지원 감소에 대한 우려
- 학문 분야별 연구비지원체계 도입 필요 등
■ 국내 실태 분석
51.6%, 2013년 49.1%로 나타나 총 기초연구예산 대비
50% 대를 유지

- IBS는 국내 대학 기초연구자들과 연계연구를 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동의하는 의견이 60% 정도로 나타남
정책대안
■ 정부의 기초연구지원 예산은 순수기초연구, 연구기관
지원, 복합활동, 국립대학교원 인건비로 구성
- 이 중 기초연구 연구자가 과제로 지원받는 예산은 순수
연구예산 비중을 증대해야 함
■ 안정적인 과제 선정률 유지를 위해 세부 기초연구지원
사업별 과제 예비신청 예고제 도입
- 국내 기초연구자들의 과제신청의사를 예비조사하며
집계된 예비 신청의사 결과에 대해서 1차 공시를 하고,
또한 1차 신청 이후 국내 1차 공시결과를 고려하여 수정
예비 신청 의사(2차 사전예비 신청)를 신청받고, 그 결과를
각 세부사업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법 도입 필요
■ 현행 기초연구지원체계의 경우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른
적정연구비, 연구과제 수요(지원자 수) 등을 반영하기가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5개 학문단별(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 IBS가 개원한 2011년 이후 개인 기초연구사업 예산

의약학단, 공학단, 전자정보 융합연구단)로 예산을 지원

증가율은 2011년 15.4%, 2012년 6.7%, 2013년

하여 학문단 내에서 세부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1.6%로 해마다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연구재단 IP소유 활용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요건
수정

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44%로 나타남

기초연구예산뿐이기 때문에, 현재의 50%대의 순수기초
주요내용

- 순수 연구개발사업 지원 비중은 2011년 50.1%, 2012년
■ 디자인 교육과정 개설 및 지원

- 향후 바람직한 예산배분방식으로 기존 지원체계 +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를 혼합한 후 점진적/단계적으로 학문

변동 등과 같은 현재의 불안정한 기초연구지원체계에
- 디자인 주도 혁신을 활용한 융합연구 활성화 유도

GDP 대비 비중은 3.4%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연 평균

연구목적

연구실적 목록 - 정책연구

연구목적

- 최근 정책 기준, 2008년도에는 세제 및 금융 지원, 산학연

01

■ IBS는 국내 기초연구 연구자들과 상호 시너지를 낼 때가

■ 기초연구 관련 설문조사

있고 더 좋은 연구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설문

- 80%에 가까운 연구자들이 현재의 순수기초연구비 지원

조사 결과와 같이 10~20% 정도의 연구비를 국내 기초

비중이 부족하다고 응답

연구 연구자들에게 협동연구나 위탁연구 방식으로 기관
외부로 내보내면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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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사업의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연구책임자 | 손수정 참여연구원 | 임채윤, 황석원, 박찬수, 이정찬

연구책임자 | 강희종 참여연구원 | 박정훈, 박미영, 성경모, 김기국

연구목적

- 성과평가 단계에 성과(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반영하는

연구목적

모델 검토
■ R&D 사업평가 개선을 통한 R&D 성과 효율화

- 사업 및 단계별 특성(유형화) → 가치평가 모델 적용 →

-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술가치(시장성)와 관계없이 투입한

평가결과에 기반한 R&D 성과(성공・실패 여부 등) 진단

출연금 대비 획일적인 기술료 징수모델이 갖는 한계와

→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료 설계 → 기술료의 활용

기업의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 체제 미흡

(재투입 및 인센티브 등)

- 특허, 논문 중심의 성과평가에 가치평가 모델 적용과 이에
따른 기술료 징수는 실질적인 사업화 역량 제고
-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수행한 가치평가와 설정된 기술료
자료가 축적되어 중장기적으로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료
산정을 위한 공개정보(reference)로 활용 가능
■ 기술가치평가 활성화와 기술료 모델 연계를 통한 기술
중심의 생태계 구축
-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는 기술가치평가를
과제의 성공여부 평가지표로 반영함으로써 사업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가치평가 기반 기술료 모델을 통해 본질적인 기술료 제도의
효과 유인
주요내용
■ R&D 사업 성과평가 과정 및 관련 평가 지표 도식화
(대상 : 사업화유인 중심)
- 성과평가의 과정 및 평가지표 상에 노출된 한계점 이해
- 관련 법제도 이해
■ 활용 가능한 기술가치평가 모델
- 가치평가모델의 한계 이해
- 미국, 일본, 덴마크 등 주요국이 접근하는 가치평가모델의
이해

■ 기술료 설정모델 다양화
- 가치평가액을 기준금으로 설정하는 기술료 모델 설계
- 기술의 특성에 따른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의) 유효기간
고려하여 상환 분할기간 결정
정책대안
■ 국가 R&D 성과평가의 기술가치평가 적용 : 신규 지표

관련 데이터 수집

■ 최근 다수의 위성이 운용되면서 위성정보의 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활용은 미흡
- 위성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
- 정부는 위성정보 활용 확대를 넘어 산업화까지 연계함
으로써 우주 분야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시행중
■ 본 연구는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
위성정보 서비스의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정책방안을 제언

차별적 적용
- 신뢰성 높은 재무정보 구축을 위해서 금융감독원,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 협력
■ 기술료 모델 확대
- 평가연동 및 신규기술료 모델(가치평가 기반) 검토

기반, 여가/교육
정책대안
■ 위성정보 데이터 정책
- 개인 및 연구목적 활용(무료)과 상업 목적 판매가 동시에
가능한 법/제도 장치 필요
- 위성정보 제공 기관 간 협의체의 상시운영 필요

-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 위성정보 데이터 생산 및 서비스에 요구되는 표준 개발

- 본 연구에서는 위성정보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받은

- 활용 용도에 따라 등급 기준과 화폐기준 중 적정 시스템을

재해, 환경/기상, 국가안보, 방송/통신, 탐사/발굴, 위치

■ 위성정보 활용 표준정책

- 국가 R&D 성과의 가치평가(간이 및 심층) 전담조직 구성

- 매출 지표 보완을 위해 신뢰성 높은 재무정보 구축

사례를 정리한 후 분야별 사업모델을 제안하고 검토
- 10개 분야 : 국토지리, 해양/수산, 농림/수자원, 재난

■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의 개념 정의
위하여 처리, 작성, 취득해 관리하는 데이터”를 지칭

보완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정부공공기관의 활용

- 먼저 활용하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회수하는 가격정책 필요
주요내용

- 간이평가 모델의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국가 R&D 성과평가의 기술가치평가 적용 : 기존 지표

■ 위성정보 활용 사례 정리 및 사업모델 검토
- 위성정보 활용 분야를 10개로 분류하고, 이를 활용해서

반영
-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기술거래시장에서 발생한 거래금액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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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이들을 조합하여 처리한 정보”로 정의

및 준수 필요
- 위성정보 표준을 적용한 사업, 제품, 데이터 및 서비스의
정기적인 공개 필요
- 위성정보 표준화를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 공공데이터 및 위성정보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공
 공데이터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 분류체계의 세분화,

제도적 기반, 표준의 개발, 공급, 관리, 운영할 주체,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홍보, 국제활동 지원 등 필요

사용자 친화적 데이터 품질제고, 포털 간 연계 강화 등이
필요
- 공간정보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 민간과의 탈중복,
플랫폼 간 연계 모색 등이 필요

■ 위성정보 서비스 방안 가이드라인(안)
- 서
 비스의 목적, 주체 및 대상, 범위, 원칙, 방향, 구성, 주요
내용 등을 포함

- 위성정보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 서비스 홈페이지
업데이트 강화, 공급자/전문가 중심 탈피 등이 필요

- 질적가치평가(SMART), 화폐가치평가(Star-value)
시스템의 접근성 및 활용성, 제한성 이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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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4년차)

STI Strategies for Poverty Reduction: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 의료의 현황과 발전 과제-

the Case of Lao PDR

연구책임자 | 정기철 참여연구원 | 김석관, 이명화, 김승현, 고명주, 신광수, 송창현, 현재환

연구책임자 | 이정협 참여연구원 | Sira MALIPHOL, 강혜원

연구목적

- 사회적 수용성 :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맞춤 의료 수용

연구목적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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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소비자 측면에서
■ 맞춤 의료 분야 기술 발전이 가시화되고 사회경제적 필요
성도 높아짐
- 맞춤 의료는 개인의 유전 정보를 질병 진단 및 맞춤형
약물선택과 치료, 질병 예측·예방 및 건강관리 등에 적용
하는 의학적 활동
- 기술적으로는 염기서열 분석기술 발전과 질환 관련 다양한
유전자변이들이 밝혀짐에 따라 유전 정보를 질병 진단과
치료,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으로는 건강한 삶 추구와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 의료의 필요성 증대
■ 본 연구는 맞춤 의료 발전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제도 및 규제, 조직, 사회문화적 측면의 과제를 분석하고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 과제를 제안
- 맞춤 의료는 건강한 삶의 추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존 의료체계를 변화시키고 보편화되기 위해
서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
주요내용

맞춤 의료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정책대안
■ 맞춤 의료 기술 분야
- R&D 및 시스템 : 시퀀싱 분야는 시퀀싱 장비 확보·구축을
통한 시퀀싱 역량 제고가 필요하며, 기초 및 표적기술
분야는 안정적 연구 체계 구축이 필요
- 산업 생태계 조성 :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평가되고 생존하는 산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진단

맞춤 의료 주요 이슈와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맞춤 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
- 기
 술분야 : 맞춤 의료 기술체계 개념화와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조
 직분야 : 맞춤 의료로 인해 새롭게 떠오르거나 그 역할이
변모하는 조직 및 비즈니스 모델의 현황을 살펴보고, 조직
및 비즈니스모델 발전을 위한 이슈를 도출
- 제도분야 : 맞춤 의료 실현에서 직면하는 규제 및 제도적
이슈를 정보, 허가, 특허 분야로 세분하여 분석

혁신 대안 도출 및 실행계획 수립
- 이 과정에서 라오스 정부와 관련 산학연 주체들의 과학
기술혁신 전략 수립 및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개발경험에서 정립한 3C/3A 접근
법을 활용하였으며,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통계의 부족으로
패널토론 방식으로 라오스의 산학연관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를 도출하는 직관적 기법이 활용됨
주요내용

및 응용기술 분야는 매뉴얼화, 인력양성 등이 필요
■ 맞춤 의료 조직 및 비즈니스 분야
- 기반분야 : 국내에 산재한 기존 게놈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의료분야 : 국민 건강검진 서비스에 게놈 분석 시범적 도입,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질병 위험도

■ 3C/3A 방법론 정립
- 3C는 Componentization, Contextualization,
Conceptualization으로 이루어지고, 3A는 수행주체
(Actor)와 활동(Action)에 초점을 맞춘 계획의 정립

강화
- 미션 연구 및 전략적 인력양성을 포함하는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프로그램을 통해 전략산업의 육성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활동의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메커니즘 고안
■ 실행계획
- 우선순위 설정 : 녹색에너지와 녹색교통수단을 대안 산업
플랫폼으로 제안
참여하는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라오스 대학과 중소기업
들이 관련 분야의 역량을 축적
- 범부처 거버넌스, 사업실행을 위한 자금 조달, Task Force
Team 구성 등 이행전략 제안

(Articulation)으로 정의됨
■ 라오스의 기반조건과 기존 정책

의학교육 및 병원조직 개선 등의 검토 필요

- 라오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다각화와 고부가

규제하기 위한 제도 검토, 웰니스 영역에서의 유전체

■ 대안 : 라오스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역량

- 프로그램 : Power Utility Solution 분야의 다국적기업이

예측 모델 개발, 전국적인 암 맞춤치료 네트워크 구축,
- 웰니스분야 : 불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무분별한 사업을

■ 기술, 조직, 제도, 사회적 수용성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 라오스 혁신시스템의 진단과 빈곤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가치화가 필요하지만, 개별 부처들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
들은 정합성이 부족함

상담을 위한 교육과정과 인증제도 확립 등의 검토 필요
■ 라오스 시스템 진단
■ 맞춤 의료 제도 분야
- 환자동의서, 과대광고 방지와 관련하여 생명윤리법의
보완이 필요
- 바이오뱅크 구축, 비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 질병예방 유전자검사 규제 등과 관련해서는

- 통계 연구 등 문헌조사, 현장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라오스 시스템을 진단한 결과 소농 중심의 빈곤 트랩, 지하
자원 의존 트랩, 고용시장과 교육 간의 정책적 갭, 산업과
과학 연계의 구조적인 제약 등 최소한 네 가지의 구조적인
제약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
■ 맞춤 의료 수용성 분야
- 맞춤의료 관련 교육, 정보제공 확대로 수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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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ICT 협력 추진 방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활성화 전략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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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벤처링 활동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 이춘근 참여연구원 | 김종선, 남달리

연구목적

연구책임자 | 이윤준 참여연구원 | 나청호, 이화진

■ 남북한 ICT 협력 동향

연구목적

정책대안

-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다양한 남북한 ICT
■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드레스덴선언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남북협력 방안
들을 제시
- ICT 분야는 남한과 북한 모두 국정핵심지표로 추진하고
있고 여타 분야로의 파급효과도 크지만, 북한의 남한 주요
사이트 해킹 등으로 남북협력이 거의 중단

협력이 추진되었고, 통일부와 구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이를 지원하였음
- 5.24조치 이후 남북한 ICT 협력이 크게 감축되었고,
최근에 벌어진 북한의 남한 사이트 해킹으로 기존 협력도
거의 중단되었음
정책대안

■ 본 연구는 북한의 ICT 정책과 관련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남북 ICT 협력

■ 남북한 ICT 협력 목표

방안을 도출

- 남북한 ICT 협력의 목표로 ① ICT 융복합을 통한 패키지형
협력 추진, ② 남북한 ICT 협력거점과 공동체 구축, ③

주요내용

대북한 ICT 협력 추진체제 정비의 3가지를 들었음

■ 북한의 ICT 정책과 인력 양성

■ 남북한 ICT 협력 방안

- 북한의 ICT 정책은 건국 초기에 채택한 사회주의 중화학

- 주요 협력과제로 북한 스마트농촌 구축, 재난방지체제

공업 육성정책과 연동하여 기계공업 자동화와 국가통신망

구축, 다자간 ICT 협력, ICT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식공유

구축, 지식확산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음

시스템 구축, 협력센터 설립 등을 도출하였음

- 북한의 IT 교육은 학생 수준에 따라 기초교육과 기술활용
교육, 융합 IT 교육, 전공교육, S/W 수재교육의 5가지
형태로 진행되었음
■ 북한의 ICT 관련 연구와 주요 성과
- 주요 ICT 연구기관에는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들과
체신성 정보통신연구소, 전자공업성, 조선컴퓨터센터,
정보기술총국, 주요 대학 등이 있음
- 북한이 최근 개발한 태블릿 PC와 운영체계 “붉은별”을
분석한 결과, H/W는 아직 단순조립 수준이고, S/W도
운영체계 불안정이 상존하고 있음

■ 대기업 벤처링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장친화적 동반성장형 창업모델 수립
- 새로운 창업모델 수립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및 규제개혁방안 제시
- 창조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창업활동에서의 대기업

■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 대-중소기업 공동 R&BD 사업 신설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 전담 운영
- 계열사 편입 유예

역할 제시

- 스톡옵션제도 개선

주요내용

■ 규제 및 관리 강화
- 종업원 직무발명보상 강화

■ 기업벤처링 국내외 사례연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기업벤처링을 사내벤처, 창업기획사, 기업벤처캐피탈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대표적인 국내외 기업 사례 조사
및 연구
- 노키아와 소니 사례 비교
- 기업벤처링 사례 연구를 통해 사내벤처링활동의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 도출
■ 국내 대기업의 기업가정신 수준 진단
- 기업가정신은 도전정신, 혁신성 및 창조성, 리더십, 가치
지향성, 창업의지의 5가지 요소로 구성
- 국내 대표적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기업가정신의 5가지 구성요소를 기준하여 국내 대기업의
기업가정신 수준 비교·분석 및 진단
■ 기업벤처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기업벤처링 애로요인 및 기업가정신 취약성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제시
-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및 관리 강화를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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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혁신 정책의 변화와

-R&D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한국형 혁신 시스템의 탐색

연구책임자 | 안두현 참여연구원 | 유의선, 정미애

연구책임자 | 홍성주, 이정원 참여연구원 | 조용래, 이상엽, 원상현

연구목적

- 또한 해당 분야와 체계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경계 형성의

연구목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정부 R&D 사업구조 설계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제안
- R&D 사업의 기획에서 사업구조의 설계, 즉 R&D 아키
텍처는 R&D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 R&D 아키텍처는 R&D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자 지식창출의 장(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임
- 정부 R&D 사업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방법론들을 검토
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 목적
주요내용
■ R&D 사업 기획의 시장구조적 접근

정책대안
■ R&D 아키텍처 개념 도입 필요
- R&D 사업 기획의 목표는 국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창출 및 확산이 이루어지는 ‘혁신의 장’을 설계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R&D 아키텍처’로 정의됨
■ 정부 R&D 사업구조의 개편이 필요

■ 창조경제 패러다임에서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조명
- 1998년 STEPI에서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산발적, 일회적 형태로 국가 혁신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대내외적인 혁신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혁신 시스템을 모색할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근본적 프레임 재설계가 요청됨

- 기존 국가 과학기술 전략이 자연과학적 접근에 의존해

- 이를 위해 2년 동안(2014~2015년도) 전환기 한국의 혁신

왔으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

시스템 모델에 대한 기획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R&D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경계 형성과 함께 사회적

연구는 제1차년도 탐색연구로 추진
주요내용
■ 혁신 및 혁신 시스템 이론 동향

특성이 참여주체의 행동(Conduct), 즉 연구개발에 영향을

-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혁신 정책과 혁신 시스템 전환이

미치며 이는 기술혁신을 통해 결국 성과(Performance)로

제기되어야 하는 이유를 혁신 이론 동향의 변화를 통해

이어짐

탐색

연구개발 사업구조화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R&D 사업 기획의 사회적 접근
- 연구대상에 대한 정의는 ‘장(場)’ 이론의 접근방식이
있으며, 과학적 연구대상에 대한 자연적 종과 사회적 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구대상들의 경계를 형성하기 위해 대상을 문제해결
중심의 상호의존성, 특히 구성요소들 간의 내부 상호

시스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정책적으로 해결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점검함으로써, 혁신 시스템 개선 및
전환을 위한 정책 논의의 방향을 탐색
■ 한국형 혁신 시스템 탐색 방향
- 결론 격으로서, 새로운 한국형 혁신 시스템 모색을 위해
선결해야 하는 근본적 정책 질문, 주요 정책 담론, 시스템
전환을 위해 가져야 할 시각 등 혁신 시스템 전환 논의의
핵심 논제와 탐색 방향을 제시
정책대안
■ 새로운 한국형 혁신 시스템 탐색의 시각 제시

접근과의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적인 추진이 요구됨

구조적 특성으로, 이러한 산업의 시장구조(Structure)

산업세분화 접근을 통해 연구시장을 세분화하고, 이를

■ 한국 혁신 시스템의 변화와 주요 이슈
- 혁신 시스템 진화의 관점에서 1998년 이후 한국 혁신

- 시장구조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 또한 공급자・구매자의 가치사슬과 경쟁관계를 분석한

01
연구실적 목록 -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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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혁신 환경 조사
- 선진 주요국이 당면한 도전적 문제를 탐색하고, 한국의

- 국가 혁신 시스템 관점의 채택을 통해 파편화된 국내 과학
기술혁신 정책과 사업, 생태계를 아우를 통합적 시각을
도입
■ 한국 혁신 시스템 특성과 경로 연구를 통한 전환 방향
제시
- 한국 혁신 시스템의 진화 과정에서 해결된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검토하며, 향후 혁신 시스템 전환의 방향 도출

혁신 환경 인식을 검토할 비교 준거로 활용
■ 주요국의 혁신 시스템과 혁신정책
- 국가 혁신 시스템 관점에서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기구/부처가 추진하는 혁신 정책의 주안점과 혁신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여, 한국 혁신 시스템의 특성 이해 및 전환
논의의 기초로 활용

의존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조직적 단일성을 기준으로
한 거시적 수준, 연구대상의 분화가능성을 전제로 한
미시적 수준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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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장영배 참여연구원 | 이정필, 조보영

연구책임자 | 장병열 참여연구원 | 문영환, 박동배

연구목적

정책대안

연구목적

01
연구실적 목록 - 조사연구

32

- 일거리 위탁사업을 수행한 공급자 중에서 3곳을 대상으로
실제 아웃소싱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개선

■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의 분석과 평가
- 정부 주도의 주요 정책사업
- 지역사회·지역주민 주도 사업
■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제시
주요내용
■ 지역의 에너지전환 분석틀
-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 전환관리, 전환실험
- 사례조사 분석의 초점 : ‘에너지전환의 명확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하에서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주요 이해당사자
(지자체, NGO, 지역기업 등)의 능동적 참여와 학습을

■ 정부가 지역 에너지전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기획 단계 :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역의 인식을 확대, 주민
참여를 통해 계획 수립
- 사업화 단계 :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주요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사업화
- 모니터링과 평가 : 진행 중인 지역 에너지전환 사업들의
운영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 단계적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
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의 주요 현황 분석을 통해 과학
기술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도출
- 과학기술서비스의 폭 넓은 영역 중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연구 초점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관련 각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정책

- 일본,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영국, 미국
정책대안

-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의 필요성 제시
- 과
 학기술분야 아웃소싱 공급자와 수요자의 주요 문제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주요
문제점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들이 지적한 문제점 :
① 일거리 부족, ② 홍보 미흡, ③ 공간지원

주요내용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개념
- 연구개발서비스 부분 : 연구개발 서비스(1개)
- 연구개발지원 서비스 : 연구개발 컨설팅 및 실험 지원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수요자들이 지적한 문제점 :
① 기관 내부의 공감대 부족, ② 전문 인력 부족, ③ 기관
조직 문화 이해 부족, ④ 경험 부족, ⑤ 신뢰성 부족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 방안

서비스, 기술시장 조사·분석 서비스, 지식재산 관리

- 공급자인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과

서비스, 시험 검사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기술개발 투융자

수요자인 출연연구소, 대학, 과학기술 관련 기관 등의

■ 국내 사례조사

금융서비스, 기술 거래 중개 및 알선, 연구인력 공급 및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아웃소싱

- 범부처 정부주도사업

교육훈련 서비스(8개)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를 탐색

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역량이 생성되고 있는가?’

(저탄소녹색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

- 개별 정부부처와 광역시도 주도 사업

과학기술 관련 IT 서비스, 연구안전 관리 서비스, 과학기술

- 지역사회·지역주민 주도 사업

문화 및 홍보 서비스(4개)

■ 해외 사례조사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독일 자에르벡(Saerbeck)

- 2014년 10월 기준으로 103개가 설립, 주요 분야로는

- 오스트리아 무레크(Mureck)

기술서비스(35개), 과학교육 및 문화(25개), 조사 및 분석
(13개), IT 서비스(16개), 연구개발(12개), 기술거래(2개) 등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서비스 수요 및 공급 분석
- 실제 과학기술분야의 아웃소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대상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수요자의 어려움과 해결
대안을 모색

42

■ 해외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사례

및 주요 현황 분석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지원
- 원활한 의사소통의 매개자 역할

방안에 대한 사례 조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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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
- 시장형성을 통한 수요자 공급자 상호 평가 메커니즘 신뢰성
확보 방안 필요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앱 마켓(App. Market) :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앱을 구매
하려는 수요자는 앱을 이미 구매한 사용자의 리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듯이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수요자도 이전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우버링(Ubering)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이러한 개념은 과학기술
아웃소싱 서비스 분야에도 접목
- 과학기술분야 아웃소싱 해외수요 개발 및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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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지표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Ⅵ

01
연구실적 목록 - 조사연구

34

연구책임자 | 박병원
참여연구원 | 홍성민, 박성원, 홍성주, 서지영, 이성호, 정장훈, 신은정, 김영환, 성경모,
김두환, 이재우, 윤정현, 조규진, 전찬미, 최효민, 장성일, 황윤하, 송 민,
연구책임자 | 김석현 참여연구원 | 강희종, 정미애, 김선우, 정현주

연구목적

김소영, 강주연

■ 고성장기업을 통해 본 기업 생태계의 특징과 동향

연구목적

- 업력분포에 있어서도 예전에 고성장기업의 비중이 약간

- 우리나라 기술혁신을 이끌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 2009년도부터 본 체계로 이루어진 과학기술혁신지표는

이나마 높았던 10년 미만 구간에서 금년엔 그렇지 못함과

■ 미래사회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

다년간의 자체 지표 시계열과 일부 외부 지표를 종합하여,

더불어, 반면에 20~<30년 구간에선 예년엔 고성장기업의

하고, 새로운 기회 발굴 및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의 경향성을 제시하고 긍정/부정적

비중이 여타 기업의 그것에 비해 낮았지만 금년엔 역전된

신호를 발견하기 위함

것과 같은 맥락 (올해 선정된 고성장기업이 최근에 설립된

- 구성은 기업 단위, 연구단위 수준, 서지 수준으로 이루
어짐
주요내용

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군의 면이 강하다는 것임)
■ 우수기술력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성과와 특성
- 우수 중소/중견기업은 인력 규모나 연구비 규모에서 정부
연구소의 연구부서와 비슷한 면이 있으나, 기술에 대한

■ 기업 부문 집계(aggregate)에서의 연구개발투자, 특허,
경영성과
- 전체적으로 연구개발투자나 특허산출은 꾸준히 증가

방향성이 훨씬 더 뚜렷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업의 조직적
연구소와는 대조를 보임

하는데(특허는 전년도 조사의 하락세가 반전됨) 비해서
기업의 성과인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의 증가율이 2010년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에 힘입어 인력관리를

정점으로 하락세인 점이 우려됨

하고 있음

- 기업의 생태계 관점에서는 300명 미만의 기업군과
300~<500명 규모의 기업군이 연구개발투자나 특허에서
활동성이 떨어지는 우려 사항과 더불어, 500~<1,000명의
중견기업군이 그 활동성을 높이는 점은 고무적임
■ 기업혁신지수(CII, Company Innovation Index)에서의
경향성
- 연구개발투자 부문에서 금액과 집약도에 있어서 기업의
규모별, 산업별로 예년과 대비하여 큰 차이는 없음
- 특허에 있어서는 연구개발보다도 천 명 이상 대기업 편중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전문가 평가에 기반한 정성적 혁신지수에서는 천 명 이상
대기업이 두드러짐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 이슈별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체계적인 방법과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및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미래연구의 플랫폼 마련
- 특히 미래연구의 전략적 정책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 제시

■ 미래혁신전망(Innovation foresight) 방법론 개발 및
적용
- 미래혁신 패턴의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 결과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기술융합지표 : 바이오, 나노,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 미래위험과 회복력

- 기술분야라는 높은 수준의 집계에서 BT와 NT는 다양성

- 회복력(resilience)의 학제간 개념적, 이론적 흐름을

지표들이 오히려 평균에 못 미친 반면에, ICT는 다종성에서는

살펴보고, 회복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적

대단히 높지만 조화성과 상이성은 약함

개입이 갖는 의미와 범위를 규명하며, 미래사회 위험에

- ICT는 집계범위가 너무 높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술분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학에서의 과학기술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방안 마련
■ 전자민주주의 기반의 참여적 의사결정 연구
- 시민들의 정책 이해수준과 개방과 소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탐색
■ 복잡계 과학과 위험이론
- X이벤트의 복잡계적 구조를 밝힘으로써 국가적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X이벤트에 대비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적

주요내용

목표에 부합해서 조직화되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정부
- 인적자원 획득에서 대기업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

■ 대학 과학기술교육의 미래 전망 및 혁신 방안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전략을 모색

기준으로도 조화성과 상이성 지표들이 약한 것으로 보임
■ 한국인 미래인식, 사회분위기, 미래적응력조사(2차년도)
- 시계열 분석, 텍스트마이닝, 그룹별 마음지도 작성을 통해
한국인의 미래인식, 사회 분위기, 적응력 등의 변화 정도,
내용 및 변화의 요인 연구
■ 한국기업의 미래연구 현황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
-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미래연구 현황 파악
-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역량으로서의

전략을 제시함
■ 불확실성 시대의 신호해석 연구
- 미래 예측과 사회 합의의 불확실성 이해를 위한 독자 프레임
개발, 이를 통해 미래 신호 해석 방법론 개발 및 정책연구의
연계 방안 도출
정책대안
■ 국가의 전략적 정책 수립과 미래 대비 역량 증진을 위한
사회시스템 차원의 미래연구 역량 강화 기반 구축
- 미래연구 내재화를 위한 정책의 비전-전략-실행계획상의
연계 강화
- 정책결정자(공무원과 정치인)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주기적 학습 프로그램 마련
- 정부 내 여러 부처와 민간, 외국의 미래연구그룹이 참여
하는 국제적 미래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 미래연구자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꾸준한
미래전략연구 활동 장려
- 참여적 미래연구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홍보 및
공유・확산 시스템 마련

미래연구 실효성 및 가능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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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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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Ⅴ)

DB 구축: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임채윤 참여연구원 | 손수정, 박찬수, 정승일, 황정하, 양은순, 이정찬

연구책임자 | 홍성범 참여연구원 | 김기국, 손은정, 유철

연구목적

- 미국은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사업(SBIR)과 같은 공통의

연구목적

(NASA), 국립표준연구원(NIST), 국립보건원(NIH) 등

■ 재료는 현대사회의 3대 기반 중 하나로 교통운송, 자원,

우리나라 중소기업 혁신활동의 위상과 효율성을 파악

다양한 부처가 소관분야의 기술별 특성에 맞는 기술분야와

건축, 항공우주, 국방 및 국가중대공정의 영역에서 기반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의 규모, 정부 지원 규모, 그리고

지원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보다는 교육·

현 위치 파악
■ 주요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내용과
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새로운 운영방식 모색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효과성 증진
방안 모색
■ 주요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R&D의 정부 지원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 증진 방안 모색
주요내용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성과활용에 기여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에 반영된 기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교적 사업규모와 내용이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음

분석 내용 요약
- 지
 난 4년간 조사연구 추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연구성과가 두드러지고, 이를 바탕으로 소재산업을 집중적

부터 "High Tech 2020" 전략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

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이동성, 건강·건강식, 정보통신, 안전 등 5대 분야에 집중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성과를 지원함

분석하였으며, 약 10여년간 R&D 지원을 통해 기술플랫폼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 유인 등의 역할을 담당
- 독일의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폭 넓은 성과인식과 유연한
데이터 등이 유지되는 이상 연구의 중단 또는 포기에 대해

- 기술혁신활동 수행기업 현황 비교

제재가 없음

- 창업 환경 비교
정책대안
■ 주요 국가별 중소기업 R&D 지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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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정부 철학과 제도의 유연성
확보방안 모색

소재의 개발을 강화하고, 신소재 생산 장비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2014년 중국 신소재 분야 이슈 모니터링을 통하여 중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신소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집중
수집/분석
- 중국의 신소재분야 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하고
역사가 짧은 편이나 학술 논문 증가 속도가 빠르고 논문의
질도 크게 향상됨

필요하며, 미래 기술예측이 필요함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품이 부족하며 낮은 자원 이용률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

아직 산업 초기 규모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주요내용
정책대안
■ 중국 첨단 신소재와 관련된 정책은 크게 12차 5개년
규획과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전략이 있음

■ 기술수준 격차 축소 분야 프로그램으로 대중국 우위 확보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화 연계형

■ 12차 5개년 규획은 특수 금속기능소재, 첨단 금속구조

R&D 프로그램, 인력양성 등 혁신역량의 확대가 필요

소재, 첨단 고분자소재, 신형 무기물 비금속소재, 고성능
복합소재, 첨단신소재를 주로 포함
- 중국의 신소재 R&D와 응용은 국방 기술공업 분야에 주로
생산, 응용 등 포함, 산업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
- 희토류 기능성 소재, 태양광소재, 첨단 에너지저장 소재,

■ 상호보완 상생 분야 대응프로그램으로는 대형 공동연구
센터 추진, 한중 공동연구기금 조성, 전략적 공동연구 확대
■ 중국 우위 한국 수요 분야 프로그램으로는 중국의 연구
장비나 기초과학 활용

복합소재 등의 경우 자원이 풍부하여 생산량은 세계 선두를

성공률을 보이지만, 성과 활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낮은

차지하고 있으나, 개발능력 부족, 혁신역량 미약, 산학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간의 연계 부족, R&D 투자 분산 등 문제가 존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연차보고서

자동차 등이 포함
- 신소재 산업의 경우 새로운 기능성소재, 첨단소재 및 복합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문건의 분석이

이용되다 점차 응용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R&D, 설계,
■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의 적정규모에 대한 이해 증진

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 반면 신소재분야 기술거래액은 많지 않고 고부가가치

구축 뿐만 이나라 기술에 대한 검증 역할을 담당하여, VC

- 대·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 비교

충분한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최종평가시 높은

■ 중국의 기술역량 증대에는 국가 R&D 사업이 결정적인

- 미국의 경우 iRobot, Martek 사에 대한 SBIR 지원사례를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특허, 논문,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평가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의 필요성·가능성에 대해

따라 국제경쟁력을 이미 확보함
- 희토류 기능성 소재, 태양광 소재, 특수 알루미늄, 초고강도

재단 등이 중소기업 R&D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 기업규모별 R&D 지출 현황 비교

- 우리나라는 선정·중간(연차)·최종평가 등 다양한 단계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을 보유함에

재료 등 재료과학 분야의 논문과 학술지 등재 등을 통한

■ 주요국의 기술혁신 중소기업 R&D 지원사례
■ 연차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및 선도 역할을 하고 있음
- 중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위의 분야에서 신소재에 대한

- 독일은 경제기술부, 교육연구부, 경제통상청, 연방환경

투자하고 있음. 정부는 중복(multiple)지원, 후속지원을

■ 전략성 신흥산업은 획기적인 기술 개발과 거대한 성장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산업으로, 친환경, 차세대 정보

정책지원 플랫폼을 이용하여, 국방부, 우주항공청
■ 국가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통계 비교·분석을 통해

VC 지원 규모 비교를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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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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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연구책임자 | 조가원 참여연구원 | 성경모, 김정진, 임대철, 한택진, 이아정

연구목적

■ 연구개발조직의 협업 현황

연구책임자 | 조가원 참여연구원 | 강희종, 김정진, 손창수, 김민재

연구목적

- 새로운 혁신ㆍ성장 패러다임의 핵심 요소로서 ‘협업’ 및
■ 본 연구는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공
- 3년 주기로 진행되는 본 조사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신규
설문 검토, 신뢰성 검토 등 「2012 박사인력활동조사」의
진행과 결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차기 조사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데이터 활용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자 니즈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에 대한 포괄적 서베이를 제공
- 박사인력의 구성과 일자리, 연구개발조직 협업 등 대표적인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 사례 제공

‘집단지성’에 주목하여 이공계 박사 연구자의 협업에 대한
인식, 장애요인, 조직적 영향요인 등을 분석
- 협업장벽, 협업 네트워크, 리더십, 흡수능력 등 주요 협업
요인에 대한 세부 현황을 설문
정책대안
■ 「2012 박사인력활동조사」 주요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장기적으로 제고해나가기 위한 팔로업 서베이
방안 제안
■ 관련 연구동향 파악을 통해 고급 인재정책 관련 연구의

주요내용
■ 박사인력활동조사 개선방안 연구
- 2012 박사인력활동조사의 수행과정 검토를 통해 통계
작성 절차와 업무수행 지침 확립
- 조사표 구성, 필터링 구조, 용어해설, 내검지침, 무응답
대체 절차 등을 개선, 확정
■ 박사인력활동조사 관련 연구동향

■ 학문간 균형적 발전, 여성 박사인력의 활용, 연구몰입도
제고, 독립성ㆍ자율성 제고 등 고급인력의 국내 유인과
활용 수준 제고를 위한 핵심 이슈 제시
■ 연구개발조직 협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 간 장벽 제거를
통해 공공부문이 민간 협력활동을 추동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

포괄하여 시의성을 높이고 통계 품질과 데이터서비스
■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활동 전반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 혁신정책 수립 및 혁신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 제공
- 혁신활동 특성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자, 혁신 연구자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 제공함으로써,
기업 차원의 혁신 연구를 지원
- 국제적으로 공인된 OECD 오슬로매뉴얼에 기초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혁신통계를 확보
주요내용
■ 조사 모집단 및 표본설계
- 조사 모집단은 2014년 이전 3년 동안(2011~2013년)
기업 활동을 수행한 상시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체
- 표본추출틀은 2012년 기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기업
명부 및 사업체명부, 표본추출방법은 업종과 규모에 따른
다단계 층화계통추출법 적용, 표본배분에는 네이만배분법
적용

- 박사인력 관련 연구동향을 최신 문헌을 중심으로 중요도에

■ 조사내용은 크게 일반사항, 혁신율과 혁신성과, 혁신활동

따라 선별하고, 선별된 문헌을 활용데이터별, 연구방법별,

특성, 혁신목적/보호방법/저해요인, 정부지원/특허/

연구내용별로 유형화하여 소개

공공조달 등으로 구분

■ 박사인력의 구성과 일자리 성과
- 박사인력활동조사 활용연구의 대표적 사례로서, 국내 박사
인력의 인적ㆍ교육적 특성과 일자리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

48

새로운 방향성 제시

인프라 개선
■ 조사결과는 기업들의 혁신활동 수준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
으로 유지되거나 다소 증가된 가운데, 그 성과인 혁신율은
뚜렷하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줌
- 혁신활동의 증가세는 기업의 전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었음을 시사
- 혁신율 상승은 기업 혁신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나타냄
정책대안
■ 기업의 가장 큰 혁신활동 장애요인이 자금문제와 인력
문제로 파악되어, 정부지원과 혁신정책이 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줌
■ 공공조달의 혁신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혁신 유인정책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혁신 정보원천으로서 대학 및 공공부문의 기여가 낮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촉구됨

- 제조업은 제품혁신/공정혁신/조직혁신/마케팅혁신으로,
서비스업은 서비스상품혁신/프로세스혁신/조직혁신/
마케팅혁신으로 구분하였으며, 혁신유형별, 업종별,
종사자규모별로 성과 및 특성에 대한 지표를 제시

- 바람직한 학력수준, 전공 관련도 등을 통해 학력-일자리 간

■ 국내 정책연구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 수요

매칭 현황을 살펴보고 매칭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조사 결과의 수요 빈도와 조사적합성을 고려하여 ‘혁신

수행

간 상대적 중요도’와 ‘사용자혁신’ 관련 항목 설문에 추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연차보고서

- 사용자혁신, 공공구매 등 새롭게 부상하는 혁신 이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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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사업

기업 내·외부 연구개발과 성과와의

관리체계 구축방안

관계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이민형 참여연구원 | 이혜진

연구책임자 | 정미애 참여연구원 | 김만진, 이남희, 조상혁

연구목적

■ 문제해결 중심 연구개발 전략과 관리시스템 전환

연구목적

- 정부연구개발 전략과 관리시스템 전환 방향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생산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연구개발 관리체계의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모색
- 기존의 대증적, 개별적 개선방법에서 벗어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 정부 연구개발 전반에 걸쳐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변화를 위한 전략, 정책, 제도 등 종합적인 대안
제시
주요내용

- 문제해결 중심 연구개발 전략 추진과 시스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정책 거버넌스 개편 방향

관리제도, 연구환경 구조의 혁신방안

■ 우리나라는 국가 연구개발 재원 중 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로, 정책적으로 외부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외부 연구개발은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내부 연구개발 대비 외부 연구개발비는 지난

정책대안

10년간 평균 13.5%를 유지하고 있음
- 기업 연구개발비 중 타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

■ 정부 연구개발 전략 전환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우리나라 대학

- 기술개발 중심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정부 연구개발

및 공공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 중 기업 재원

전략 전환

비중은 하락 추세에 있음

- 연구성과 중심에서 문제해결 성과 중심으로 관리목표의
■ R&D 문제 해결 접근 방법
- 문제 정의, R&D 문제해결 핵심요소,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
기술연구방법 등
- 연구개발 대상이 기술문제 중심에서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로 변화되고, 사회의 다양성 및 복잡성 증가, 융합화에
따른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중요성 제시
■ 정부 R&D 사업 문제해결 관리체계 분석
- 정부 R&D 문제해결 관리체계 핵심요소로서 예산지배
구조, 사업기획관리구조, 연구환경구조 분석
-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투자방향, 예산배분구조,
예산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 문제구조화를 위한 기획과정의 충실성 부족, 문제해결

전환
- 수평적 거버넌스 확대와 기반 부처의 역할 전환
- 과학기술정책에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으로 전환
■ 문제해결 중심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시스템 혁신 방안

■ 외부 연구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전에 외부 연구
개발에 대한 구조적 제약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전략 등 3대 추진전략 제시
- 문제해결 중심 예산관리제도로 전환,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문제해결 중심 사업기획관리체계로 전환, 문제해결

대한 통계적 차이 검증
■ 외부 연구개발의 성과 구조 분석
- 외부 연구개발이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 및 경로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
- 제조업 전체에서 외부 연구개발-혁신성과-재무성과의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나, 산업 그룹별 차이가 발견됨
정책대안
■ 외부 연구개발 정책의 지원 내용과 범위를 지식경영 관점
에서 계획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연구개발에는 탐색활동, 협력관계, 내부 연구개발
활동이 상호 관련되어 있음

-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로 외부 연구개발 필요성이 강조

- 외부 연구개발 활동은 기업에 관련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외부 연구개발에 대한 불확실

가능하므로, 연구개발 경영역량에서 미흡한 중소기업을

성이 존재함

대상으로 관리 및 의사결정 지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식탐색과 활용의 균형투자 전략, 다양성과 통합성의
균형 접근 전략,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합 창출

■ 외부 연구개발의 산업 단위 특성 분석
- 기술 집약도에 따른 산업 그룹별 외부 연구개발 정도에

-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전략 제시
- 연구개발 관리시스템 구조 : 예산지배구조, 사업기획

01
연구실적 목록 -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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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외부 연구개발
제약 요인과 성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임

■ 외부 연구개발 성과 구조가 산업별로 차이를 나타내므로,
산업 그룹별 차별화된 외부 연구개발 장려 정책이 필요함
- 외부 연구개발이 미흡한 산업에서 외부 연구개발에 대한

주요내용

인센티브나 중개기반을 제공하는 정책보다, 성과 경로가
확인된 산업에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임

중심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 출연(연) 문제해결 연구

■ 외부 연구개발의 개념 및 제약요인 탐색

환경 조성 등 제시

- 선행연구를 통해 외부 연구개발 제약요인 탐색 방향을
기업 단위와 산업 단위에서 설정함

접근방법의 적절성 부족, 문제해결 중심 성과관리 미흡
문제 분석
- 출연연구기관 연구환경의 부적절성 분석

■ 외부 연구개발의 기업 단위 특성 분석
- 프로세스 관점에서 외부 연구개발을 6단계로 구분
- 2012년도 기업혁신조사 결과에서 외부 연구개발 수행
기업과 비수행기업을 구분, 특성을 비교분석

5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연차보고서

STEPI Annual Report 2014

51

43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01
연구실적 목록 - 정책자료

42
Young Innovators 포럼 경과 보고서

연구책임자 | 조황희
연구책임자 | 김형주 참여연구원 | 김석현, 김영환, 성경모, 최종화, 강사라

연구목적

■ Young Innovators 발굴과 확산

참여연구원 | 임덕순, 김은주, 선주윤, 김지원, 박건희, 이재원, 이정한, 김은희, 원미경

연구목적

- 문헌 연구 및 동향 조사, 관련 정보 수집 및 검토, 그리고
■ 혁신과 창조가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강조되면서 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술
및 경제사회 변화로 창업과 일(work)의 의미가 재조명
되고 있음

후보자 사전 면담조사를 통해 한국의 Young Innovators를
발굴함
- 확산을 위해서 Young Innovators Talk(젊은 혁신가들과
정책 실무자/전문가들의 만남), Young Innovators Talk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혁신 ODA의
전략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분석, 대개도국 자문,
교육훈련프로그램 실행과 과학기술혁신 ODA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함

Together(젊은 혁신가들과 청년들의 만남), Young

- 협력 개도국의 기술협력과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Innovators' Friends(스타트업/창업을 지원하는 핵심

Innovators’를 발굴하여 정책 관계자들과 다른 젊은이

위해서 인력과 제도 및 기술혁신인프라 역량 강화 필요

인물들 소개)의 세 가지 시리즈로 구성하고, 각각의 포럼

들에게 소개하고, 이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 개도국의 공무원들은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과

경과를 정리했음

■ Young Innovators 포럼은 한국의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젊은 혁신가들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Young Innovators 포럼의 역할 및 구성
- Young Innovators 포럼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젊은
혁신가들과 정책 관계자, 그리고 다른 젊은이들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시작했음
- 창업 초기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발상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과 초기 단계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
-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실무자와 이 분야에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전문가를 모두 포함하고, 이들에게
젊은 혁신가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인터페이스
(interface)를 제공
-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진로를 고민하거나 창업에 대해서
막연한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구체적이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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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역량 강화 지원

■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한국의 ‘Young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연차보고서

정책대안
■ Young Innovators 포럼의 참여 효과 및 발전 방향
- Young Innovators 포럼 참가자들은 포럼 참여를 통해서
창업에 관심있는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
다고 응답했음
- 향후 Young Innovators 포럼은 네트워킹 확산 및 발전과
함께 정책 관련 컨텐츠 생산 및 확산을 지향할 계획임
■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시사점
- 한국 젊은이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이를 의미있는 방향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 분야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이 필요함
- 청년 창업 지원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함
- 창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구체화하기

사례를 명시적 지식으로 습득하였으나, 자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이행과 조정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 필요
- 협력 개도국의 정책 결정자, 입안자, 실무자 등의 과학
기술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장단기 교육 훈련 수요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개도국의 특성과 외부환경을 반영한 지식협력 및 기술협력
필요
주요내용

- 지역 발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입안자 및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협력 개도국 인력의 국내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발굴 및
제공
■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단지(도시) 국내외 전문가 풀
구성 및 활용
- 협력 개도국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단지 전략 개발 및
운영 방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정례 포럼 실행
- 국제기구(ASPA, World Bank, UNESCO 등)와의 전략적
협력 체제 구축 및 확대
정책대안
■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례 포럼을 통해 국내외 과학
기술혁신협력 분야 논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혁신 관련 정책제안 마련

■ 협력 수요 조사 분석 및 자료조사
- 협력 수요 분야별 과학기술혁신 발전 경험을 정립하고,
지역혁신체제 사례연구를 통해 자문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 협력 개도국 정부 및 기관과 협력을 통한 사업 기획으로
실행력 강화

개발에 활용
- 협력 개도국 국별 과학기술혁신분야 교육훈련시스템·
지역혁신체제 현황 및 자료 조사 분석
■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지역혁신체제 발전 자문 제공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식교류 및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 개도국 지역

교육과 인프라 지원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발굴 및 실행

- 현지 특성을 이해하는 현지 전문가와 협력하여 협력

위해서, 스타트업에서 일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자금 지원과 함께 실무

- 협력 개도국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단지 전략 개발 및

특화 컨설팅 프로그램 선정 후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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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연구책임자 | 조황희
참여연구원 | 임덕순, 김은주, 김은희, 김지원, 박건희, 선주윤, 원미경, 이재원, 이정한

연구목적

■ 교육훈련
- 수원국의 기술혁신 담당인력이나 담당할 인력들에 대해

■ 국제개발의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내생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관점에서 기술혁신을 개도국이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도국은 내생적 성장을 위해 기술협력을 중요시하며,
특히 한국을 벤치마킹하기를 희망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발전모델에 대한 개도국 수요가

전문교육과 일반 교육을 시행
- 에티오피아 기술혁신역량개발(’14.02.28), Critical
Mass Training(’14.08.08~17) 수행
- 그 외 파키스탄(’14.10.19~11.01), 이란(’14.07.09)
방문단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개도국들이 STEPI에서 한국의

- 장기교육사업의 일환으로 Abdissa Yilma 에티오피아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활용 경험을 전수받고자 방원

과기부 자문관의 정책 경험 학습을 지원하고, 방문연구원

하는 경우가 증가

프로그램으로 Tascha Terblanche(제네바 국제개발
대학원)을 2개월간 연수 지원

■ 개도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대륙별 거점국가 1~2개 국가를
선정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지원하는 협력모델을 만들고자 함

- 국내의 개도국 관련 협력경험자 등과 함께 하는 포럼 운영
-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설립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관련

주요내용

전문가 네트워킹 초석 마련
- 과학기술 ODA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 ODA 형태와 발전

■ 조사분석
- 기술협력이나 교육훈련 관련 사업 등을 위한 사전적인
기초조사를 수행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정례화
- 한-에티오피아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상시 채널 구축
-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활용

- 에티오피아의 현황을 경제일반, 사회,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고, 장기발전계획,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조사하여

정책대안

사업 발굴에 활용
■ 국내외 원조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갖추어 초기 단계에서
■ 기술협력
- 수원국의 니즈에 따라 STEPI 자금을 엔젤펀드로 사용하여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나 제도 구축
- 에티오피아의 경우 과학기술부와 MOU 체결(’14.02.26)

부터 개도국의 수요와 우리나라 원조사업의 목표를 연계
시킬 수 있는 사업화 체계의 구축 필요
- 남미 국가와 협력 가능한 분야를 도출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

및 현지 자문회의 개최(1차 ’14.08.19~22; 2차
’14.12.14~21)를 통하여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전략
산업 육성 정책 컨설팅 제공, 과기특성화대학 부문에 대한
전략보고서 작성 및 설탕산업에 대한 사업제안서 작성 자문

■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
■ 과학기술협력 대상국가의 다양성 모색
- 협력대상국에 대한 현황 분석과 기초자료 정리를 통한
실태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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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구사업 방향

02
첫째, 국가혁신시스템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통해 창조경제에 적합한 모델 제안, 둘째, 창조경제에 대응한 새로운 국가연구
개발사업 운영·관리 체계 모색, 셋째,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향 제안, 넷째, 과학기술 국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협력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사업 방향에 따라 새로운 국가혁신시스템 모색,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선, 과학기술혁신역량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과학기술기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 추진

연구사업 방향

2015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저성장 극복과 고용 확대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활성화, 신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성장잠재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중견기업 R&D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중소기업 기술
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등의 과제를

강화 및 과학기술기반 성장잠재력 확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 과제 수행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 대안 개발과 정부

추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한국의 Young Innovators의 경험과 전략을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확산·공유하고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창의적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과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 정책 연계 방안,
과학기술인력의 정년에 대한 이슈와 정책방안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더불어 미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의 선제적·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과학기술기반 미래
연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국가혁신시스템
모색 연구 추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출연(연), 대학, 기업 등 과학기술 혁신 주체들의 창의성이
발현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변화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창조경제 시대에 대응한 국가혁신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전환기의 한국형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지역 공공연구

과학기술국제협력
연구 확대

개발도상국 및 글로벌 차원의 과학기술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제사회 공헌도를 높이고자 하며, 특히 2015년에 새롭게 수립될

조직 활성화 방안,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지역의 STI 사회자본

UN의 개발협력의제에 부응하여 글로벌 리더쉽 발휘와 과학기술협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진단과 시사점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또한 국민행복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기술의 역할 확대가 더욱 강조됨에 따라,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을 신규로

지원 및 개발협력 방안 수립과 실행을 지속할 예정이며, UN의 Post-2015 개발 의제와 과학

추진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글로벌 이슈 조사연구,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

기술혁신 국제협력 방안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과 통일

방안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STI(과학
기술혁신)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남북한 과학기술 및 ICT 협력 방안과 통일
후 과제, 유라시아 지역 STI 국제협력전략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선방안 연구 추진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 융합연구 등 창의적 연구개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R&D 분야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 융합 연구개발사업 평가
체계 개선 방안,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C&BD형 사업 모색,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공공가치 개념 도입방안,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제도 개선방안, STI 정책
영향평가 탐색연구, 기술규제에 대한 거래비용 접근의 탐색연구,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
정책의제 연구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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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고유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통계
DB 구축

과학기술혁신활동 촉진과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STEPI 고유의 과학기술 혁신 관련 통계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의 부가조사 등을 추진하고, 글로벌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혁신활동 및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15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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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구과제 목록
분류

기본연구
사업

과제명
융합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이광호

인문・기술 융합에 기반한 기업혁신 사례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최종화

전환기의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이정원,홍성주

R&D 분야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안두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가치 개념 도입방안

조현대

지역의 STI 사회자본 진단과 시사점

정미애

기술규제에 대한 거래비용 접근의 탐색 연구

정장훈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박동배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제도 개선방안: 재정법제를 중심으로

양승우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방안: 혁신연계조직을 중심으로

김종선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글로벌 이슈 조사연구

성지은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명화

STI 정책 영향평가 탐색연구

황석원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김석관

중견기업 R&D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박찬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C&BD형 사업의 모색

손수정

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김승현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전략

이정찬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 정책 연계방안

홍성민

과학기술인력의 정년에 대한 이슈와 정책방안

엄미정

UN의 Post-2015 개발 의제와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방안

이우성

유라시아 지역 STI 국제협력 전략

일반사업

연구관련
사업

연구책임자

이명진,이춘근

남북한 과학기술 및 ICT 협력 방안과 통일 후 과제

이춘근

2015 글로벌혁신 스코어보드

김기국

기술혁신 성과지표분석 및 DB 구축사업

배용호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박병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사업

임채윤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신은정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홍성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

송위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김선우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ODA Program)

조황희

2015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조가원

2015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조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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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활동

국제심포지엄·세미나
국제교육·훈련프로그램
Young Innovators 포럼
과학기술정책포럼
행복한 농촌 만들기 대토론회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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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내소식
주요 초청방문
연구교류회

2014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2014 STEPI International Foresight Symposium

주제 | 창조경제, 국가혁신시스템을 되돌아 보다 (Revisiting NIS in Creative Economy)

주제 |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연구의 활용방안 (Linking Foresight to Strategic Public Policy)

일시 | 2014년 5월 15일

일시 | 2014년 10월 22일

장소 | The K 서울호텔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후원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장소 | 서울 코엑스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3
국제심포지엄 · 세미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증폭되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연구의 활용방안’라는 주제로 「2014 STEPI 국제 미래예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각국 정부에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만드는 담당자를 초청하여 그들의 사례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핀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 미래연구 선진국과 UNESCO, OECD의 미래연구 책임자가
참석하여 최근 수행된 미래연구 활동과 정책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예측적 리더십: 유네스코와 미래를 읽는 역량’, ‘핀란드 정부의 미래연구 활동’, ‘캐나다의 미래전략: 미래연구의 정책개발
활용방안: 캐나다 사례’, ‘OECD의 미래연구: 정책에서의 미래연구 활용’, ‘싱가포르 정부의 전략적 미래연구와 RAHS 프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개원 27주년을 기념하여 ‘창조경제, 국가혁신시스템을 되돌아 보다’라는 주제로 「2014 STEPI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창조경제와 경제혁신계획의 실천이라는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국가혁신체제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가혁신체제 논의를 핵심적으로 이끌고 있는 저명한 국내외 석학들이 ‘창조적 파괴에서 파괴적 창조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혁신정책에 관한 전체론적 접근법’, ‘중국의 국가혁신 시스템’, ‘한국 혁신시스템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을 되돌아보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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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

발표자

창조적 파괴에서 파괴적 창조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Luc Soete(마스트리흐트 대학교 총장)

발표 Ⅰ

혁신정책에 관한 전체론적 접근법

Charles Edquist(룬드대학교 CIRCLE 센터장)

발표 Ⅱ

중국의 국가혁신 시스템

Jun Su(칭화대학교 교수)

발표 Ⅲ

한국 혁신시스템의 진단과 과제

이정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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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소개’, ‘한국의 최신 전략적 미래연구 동향 및 정책연계 방안’ 등을 발표하고 미래의 변화의 조건들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 및 다양한 미래연구 방법론,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갈수록 증폭되는 미래 불확실성과 복잡성, 가속화되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노력과, 다른 새로운 관점의
전략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식순
기조강연

Session 1

Session 2

발표주제

발표자

예측적 리더십: 유네스코와 미래를 읽는 역량

Riel Miller(유네스코 미래연구 대표)

핀란드 정부의 미래연구 활동

Ulla Rosenstrm(핀란드 총리실 수석전문위원)

캐나다의 미래전략: 미래연구의 정책개발 활용방안
: 캐나다 사례

Imran Arshad(캐나다 미래전략청 선임분석관)

OECD의 미래연구: 정책에서의 미래연구 활용

Deirdre Culley(OECD 미래연구 자문관)

싱가포르 정부의 전략적 미래연구와 RAHS 프로그램 소개

Saif Haq(위험평가 및 미래이슈 분석센터 분석관)

한국의 최신 전략적 미래연구 동향 및 정책연계 방안

박병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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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IICC) 설립기념 심포지엄

2014 APEC Research and Technology Program (ART)

주제 | 국제과학기술혁신 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

주제 | 과학기술혁신 실행전략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mplementation Strategy)

일시 | 2014년 4월 17일

일시 | 2014년 3월 3일 ~ 3월 7일

장소 | 서울 엘타워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소 | 중국 광저우

03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동성 과학기술교류중심

국제교육 · 훈련프로그램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날로 높아지는 개도국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여 과학기술혁신 개발협력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산학연관 협력주체들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고자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IICC, International Innovation
Cooperation Center)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념하고자 ‘국제과학기술혁신 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ODA(공적개발원조)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자립역량 배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ODA 지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원 주체간, 사업간 분절적이고 통합성이 결여되어 개발협력
효과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개도국에서는 중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ODA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핵심인 과학기술혁신 ODA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부, 국제기구, 산학연,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및 과학기술혁신 전문가와 주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네팔,
볼리비아, 루마니아, 오만, 세네갈, 튀니지 대사를 포함한 총 16개 주한 대사관의 외교사절이 참석하여 상호 협력 거점을
구축하고 과학기술혁신 ODA 사업을 발굴했다.
‘지식 허브의 구축: 과학기술분야 KSP를 중심으로’, ‘개도국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 ‘과학과 적정기술 기반의
자립역량 육성을 통한 빈곤 완화: 부르키나파소 사례’ 등을 발표하고 기술, 인적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을 아우르는 전주기적
통합 패키지형 과학기술혁신 ODA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해 논의하였다.

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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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광동성 과학기술교류중심(Guangdong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Center)과 공동으로
「2014 APEC 연구기술 워크숍(APEC Research and Technology, AR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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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은 APEC 회원국 간 R&D
관리에 대한 경험 공유를 통해 역내 연구개발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발표자

2014년 워크숍의 주제는 “과학기술혁신 실행전략”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하여 러시아, 미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15개 국가가 참여했다. 40여명의 참여국 고위관료와 대학,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참여자로 참석했다.

발표 Ⅰ

지식 허브의 구축: 과학기술분야 KSP를 중심으로

전홍택(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발표 Ⅱ

개도국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

최영락(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 장관자문관)

Innovation Strategy Development in Practice)”의 논의 결과와 연계하여 과학기술혁신분야의 실행전략을 구체화하는

발표 Ⅲ

과학과 적정기술 기반의 자립역량 육성을 통한 빈곤 약화
: 부르키나파소 사례(2007-2015)

김기석(국경없는교육가회(EWB) 대표)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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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echnology and Policy(TAP) Training Program

2014 ADDIE Instructional Systemic Design Process

일시 | 2014년 5월 28일 ~ 6월 11일 / 2014년 10월 19일 ~ 11월 1일

일시 | 2014년 11월 30일 ~ 12월 6일

장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OICA 연수센터

장소 | 서울 어반플레이스호텔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3
국제교육 · 훈련프로그램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아시아 4개국 및 파키스탄 과학기술정책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2014 과학기술정책 연수과정(Technology and Policy(TAP) Training Program)」을 총 2회 개최했다.
본 연수과정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과정과 정책의 경험을 아시아 4개국(방글라데시, 동티모르, 파키스탄, 필리핀)의 과학
기술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참가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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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3개년 중기 계획 및 과정별 성과목표를 수립했다.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산업기술 인력 육성, 기술이전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경제 발전, 과학기술 혁신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정책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4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인력양성

전략, ICT 개발정책 등 총 4가지 모듈 구성으로 18개의

과학기술인력육성, 국제협력까지 총 4가지 분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ADDIE Instructional Systemic Design Process)」을 개최했다.

강의와 산업・문화시찰, 팀 프로젝트 및 국내 과학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STEPI의 과학기술 ODA 전문

본 프로그램은 과학기술혁신분야의 인력양성정책 및 전략에 대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경험 및 노하우를 인도네시아 기술

기술정책 전문가들의 정책 멘토링을 통한 참여국의

센터인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IICC)를 포함하여 총

평가응용청 및 연구기술부, 국립원자력연구원, 국립우주항공연구원 등의 관련기관에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정책 환경에 적합한 과학기술 실행계획 개발 등으로

11개 국내 과학기술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

구성하여 진행했다.

했다.

2014년 교육훈련은 인도네시아 연구기술부 및 산하기관 직원 20명의 표준화된 훈련프로그램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에 과학기술 인력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요청하여 진행했다.
일주일간 진행된 프로그램은 ‘세계과학기술정책 환경 및 동향’, ‘과학기술정책과 경제발전’, ‘교육프로그램의 이해’, ‘수요분석
및 교수 디자인 프로세스’, ‘과학기술 인적자원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관리 및 평가’ 등의 강의와 산업・

특히 2차의 경우, 한국 경제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과학기술정책 및 추진 방식을 전수받고자 하는 파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의해 시행되어,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브랜드 파워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연수과정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과학기술협력, 효과적인 과학기술정책계획과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개발의

문화시찰, 팀 프로젝트 및 토론으로 구성하여 추진했다.
훈련과정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인도네시아 교수체계 설계모형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업화 및 산학협력에 중점을 둔 한국의 정책경험과 노하우 전수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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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Innovators 포럼

과학기술정책포럼

Young Innovators 포럼은 혁신과 창조가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강조되면서 새로운 발상과 실행으로 미래를 여는 한국

과학기술정책포럼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과학기술정책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다양한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지 이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토론의 장이다.

하기 위한 포럼이다.

03

▶ 산・학・연의 기술혁신, 연구개발전략,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및 정부의 정책담당자를 초청해서 과학기술정책의 현안과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과 대안을 모색

과학기술정책포럼

▶ 새로운 시각으로 아이디어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발표를 통해 한국의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관을

▶과
 학기술정책 현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이해하고, 이들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모색

과학기술지식의 공유와 확산은 물론 정책현안에 대한 학습효과를 제고

일자
2014.03.24

주제
Talk

스마트폰으로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

발표자
김동호(아이디인큐 대표)

Talk

2014.04.23

2014.05.29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 고래를 꿈꾼다
-벤처연합체 옐로모바일
Talk Together at KAIST

네트워크를 창업하라

임진석(옐로모바일 CSO)

김현진(더벤처스 파트너), 김태성(파킹스퀘어 대표)
김대현(셀잇 대표), 최재호(드라마앤컴퍼니 대표)
이두희(멋쟁이사자처럼 대표)

Friends

2014.07.16

2014.08.21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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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에 부는 새로운 도전 바람
-대학생 창업교육이 가야할 길,
디캠프를 통해 내다보다
Talk

인벤트업(invent-up): 발명가들의 기술 창업
Talk Together at YONSE

빅데이터, 젊은 창업가들의 황금의 땅

이나리(D.CAMP 센터장)

황성재(퓨처플레이 최고창의경영자)
김동호(아이디인큐 대표), 김미균(시지온 대표)
김대웅(망고플레이트 대표), 구동언(이디엄 운영이사)
안나현(조이코퍼레이션 운영이사)

일자

주제

2014.02.06

제371회 기술·인문·사회가 함께하는 미래사회와 유망기술

발표자
정지형(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2014.03.05 제372회 미래창조과학부의 ’14년 정책과제와 방향

이상목(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2014.04.02 제373회 에너지, 여건의 변화와 정책방향

손양훈(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2014.04.16 제374회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과기인재 양성과 과제

김용민(포항공과대학교 총장)

2014.05.08 제375회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김문겸(숭실대학교 교수, 중소기업 옴부즈만)

2014.05.28 제376회 Safety Korea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과제

김병석(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2014.07.09 제377회 창조경제의 미래-지역혁신에서 답을 구하다

이연희(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2014.08.27 제378회 대한민국의 혁신과 과학기술의 역할

권영설(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14.09.17 제379회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대학의 혁신

오세정(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2014.09.18 제380회 제조혁신-와해성 디지털 제조업 강국 코리아

홍대순(A.D.L Korea 부회장)
백소령(3D Systems 부장)

2014.10.23 제381회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남북한 국가통계 통합방안

박성현(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2014.11.26 제382회 창조경제 성장엔진: BT 역할과 과제

오태광(한국생명공항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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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농촌 만들기 대토론회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

행복한 농촌만들기 대토론회는 과학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이다.

포럼이다.

03

▶ 상반기에는 사회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제고 및 관련 주체와의 과학기술 협력방안 토론을, 하반기에는 기존 산업혁신

일자

발표자

2014.03.20

1차 - 농촌, 시스템 혁신이 살 길이다

허남혁(前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미자(문경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팀장)
김종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혁신팀장)

2014.04.17

2차 - 시스템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임진석(옐로모바일 CSO)

2014.05.15

3차 - 행복한 농촌을 위한 과학기술 1: 시설농업

김연중(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부장)
서윤정(농어촌벤처포럼 공동의장)
성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4.06.19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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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4차 - 행복한 농촌을 위한 과학기술 2: 자원선순환

5차 -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행복한 농촌 만들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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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

패러다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정책방향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

서세욱(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장)
주재천(서울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주무관)
김종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혁신팀장)

일자

주제

발표자

2014.05.21

1차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성과와 과제는?

양현모((주)기술과 가치 이사, MoT 본부장)
김태희(한국연구재단 사회복지연구단장)
성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4.06.25

2차 - 과학기술과 사회적 경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송위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본부장)
이성우(리뉴하우징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현(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상임이사)

2014.07.16

3차 -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장영배(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종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혁신팀장)
황혜란(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14.09.23

4차 - 과학기술과 현장의 만남, Living Lab

성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4.10.21

5차 - 사회적 경제의 혁신활동, 현황과 과제

김준호((주)심원테크 대표)
정산훈(사회혁신공간there 사무처장)

2014.11.18

6차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전망과 과제

송위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본부장)
고영주(한국화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

김종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혁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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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2014

주요 행사
JAN.
01. 10

FAB.
02. 03

02. 15

03
주요 행사

‘과학기술분야 성과확산의 새로운 길’
공개세미나

국제기술혁신 개발협력 세미나

2014 AAAS 심포지엄

MAR.
02. 18

02. 25

STEPI-멕시코 과학기술위원회(CONACYT) STEPI 과학기술 기자간담회
MOU

APR.
04. 14

STEPI-중국 상해과학원(SAST) MOU

02. 26

STEPI-에티오피아
과학기술혁신 개발파트너 협약

MAY.
04. 15

STEPI-북경환경거래소(CBEEX)
MOU

05. 14

GIZ-GTC-IICC 공동 워크숍

02. 28

에티오피아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03. 04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4~2018) 공청회

03. 05

2014 중국전략세미나

JUN.
06. 03

STEPI-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업무협약

06. 12

‘통일 이후 북한지역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과 격차 해소’ 공동세미나

06. 25

제2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창조포럼

2014 한·중 과학기술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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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7. 01

AUG.
07. 07

07. 09

08. 01

08. 07

08. 18

03
주요 행사

STEPI-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원(IIASA)
MOU

SEP.
09. 23

제4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창조포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이란 역량개발 공동워크샵

STEPI- SAST-SITI
글로벌(서울)혁신센터 기념세미나

OCT.
10. 02

2014 한-독 공동 컨퍼런스

제1차 과학기술 ODA 포럼

STEPI- 메켈레대학교 MOU

NOV.
10. 23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슈발굴’ 토론회

10. 31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세미나

11. 07

제2차 과학기술 ODA 포럼

11. 10

제9차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DEC.
11. 11

11. 18

STEPI-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 복지기술융합 컨퍼런스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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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2

STEPI-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ASPA)
MOU

12. 04

STEPI 과학기술 기자간담회

12. 08

한·중 수도권 혁신 협력포럼

12. 23

한국경제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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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2014

주요 원내소식

03
주요 원내소식

JAN.
01. 02

2014년 시무식

SEP.
09. 29

제13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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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3. 06~07

2014년 STEPI 연찬회

NOV.
11. 28

2014년 국가통계통합DB 운영
우수기관 선정

APR.
04. 17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IICC) 현판식

MAY.
05. 09

개원 27주년 기념식

JUN.
06. 30

2014년 연구자문위원회

AUG.
08. 01

STEPI-SAST-SITI
글로벌(서울)혁신센터 현판식

DEC.
12. 22

세종청사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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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2014

주요 초청방문
JAN.

연구교류회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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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과학기술전략연구회, 고령사회와 과학기술연구회, 기업의 사회적 역할 변화 연구회, 과학기술외교연구회, 과학기술인력

연구교류회

연구회, 기술과 진화의 경제학 연구회, 지식재산(IP)연구회, 제약산업경영연구회, 에너지기술정책 연구회, 시스템전환
연구회, 혁신정책방법론연구회, 혁신정책의 이론과 실제연구회, 과학기술 국제협력연구회, 글로벌 개발협력 연구교류회,
중국미래기술연구회 등 약 15개의 연구교류회 활동
중국 북경시 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전략
연구회

FAB.
02. 06

MAR.
03. 26

APR.

2014.02.20 3D 프린팅, 제조업의 개념을 바꾼다
2014.03.13 셰일가스 개발 붐이 국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2014.04.10 사물인터넷시대 대응 전략 및 동향
2014.06.12 무인항공기 동향 및 관련 기술 소개

04. 08

2014.07.10 이상(씨앗)을 심고 가능성(새싹)을 키우는 크리에이티브(농부) 그룹
2014.09.04 엔젤투자란?

고령사회와
과학기술연구회

2014.04.18 복지재정과 과학기술
2014.08.06 저출산 현상에 대한 다면적 접근의 필요성
2014.08.07 기술의 문화적 재현과정과 실천
2014.08.08 안전사회로 가는 길-스웨덴 벤치마킹

루마니아 KSP 대표단

오만 DSC(안보연구센터)

MAY.
04. 25

05. 29

2014.08.27 고령사회/고령화 관련 연구에서 다양한 학문 융합의 필요성

중국 섬서성 인민정부연구실

DEC.
12. 02

2014.10.08 고령화와 사회서비스산업

기업의 사회적
역할 변화 연구회

2014.02.17 사회혁신형 사업화아이템 발굴기획 및 사례연구
2014.03.03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주체의 경제적 위상과 역할, 그 가능성
2014.04.07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과 의의
2014.04.11 중소기업기술개발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
2014.04.15 크라우드펀딩, 새로운 자금조달
2014.06.12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과학기술외교
연구회
멕시코 Hidalgo 주 대표단

태국 왕립 연구소 대표단

에티오피아 부총리

2014.02.26 우주과기외교 전략적 과제선정
2014.03.27 우주가치사슬(SVCs)
2014.04.10 지방 우주과학외교 활성화
2014.04.19 우주과학협력 활성화 전략
2014.04.23 글로벌 우주포럼 활성화 전략
2014.05.16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학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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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우주포럼을 통한 과학기술외교 활성화
2014.05.22 기후변화 극복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

에너지기술정책
연구회

2014.04.01 이차전지와 산업기술의 최신동향과 전개방향

시스템전환
연구회

2014.02.05 2014년 에너지/기후분야 정세 전망

2014.08.06 전력설비분야 경쟁력 현황 및 강화방안

2014.06.03 유니버설 우주외교 거버넌스 구축
2014.06.05 우주포럼 활성화 플랜
2014.06.14 미래 우주 시장: 전망과 문제점
2014.06.20 한국우주포럼가입 통한 우주산업활성화전략

2014.03.21	그린피스 에너지[혁명],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대안에너지 시나리오(2012),

03

2030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와 정책 제안

2014.07.15 종합체제기술(우주)협력 네트웍 구축 방안

2014.05.19 유럽의 지역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흐름

2014.07.24 초네트워크 시대의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연구교류회

2014.08.02 우주기술개발 울트라 네크워크 구축 방안
2014.08.13 빅데이터 기반 초연결 시대의 우주협력 전략

혁신정책방법론
연구회
과학기술인력
연구회

기술과 진화의
경제학 연구회

2014.06.13	Finland at a cross-roads – need for renewal,
	New insights in innovation policy – role of macro-culture in industry
renewal (Resaca project)

2014.04.03 창조경제성공을 위한 Silicon valley 벤처생태계 벤치마킹
2014.04.24 1970년대 이후 한국 공학교육과정의 변화와 주요 이슈

2014.08.29 슘페터의 혁신과 기업가 개념에 대한 원전의 몇 가지 함의

2014.08.14 현실속의 데이터 과학자

2014.10.31 기술대출자산의 평가

2014.08.26 중소기업 R&D 사업의 예산지원 동향 및 주요 이슈

2014.11.05 Ecosystem, Creation of New Markets and the Growth of Newcomers

2014.03.13 Korean patent filings in China
2014.04.10 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수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기업유형의 조절 역할
2014.05.23	Sectorial system of innovation and determinants of productivity catch-up

혁신정책의
이론과
실제연구회

2014.03.14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R&D투자 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5 우리나라 해양연구기관 위상 분석 : 선진 해양기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특허정보를 활용한 정부 R&D 기획과 기술무역수지에 관한 연구,
검색트래픽을 활용한 신제품의 하이프 사이클 비교 연구

by Chinese listed firms compared with their Korean counterparts

2014.08.08 개방형 혁신이 공공부문에 주는 전랴적 시사점,

2014.08.11 A Study toward new innovation model

-09 개방형 혁신 트렌드의 현 단계와 공공연구부문 사례,
정부 R&D 성과평가 지표로서 특허 평가 지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IP)
연구회

2014.09.26 개방형 혁신은 추격 국가에서 혁신정책 사고를 변화시켰는가-정책분석을 위한 고려

2014.02.20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 현황과 과제
2014.03.20 출연연의 지식재산 관리 전략(ETRI 사례)
2014.04.24 우리 패션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과 제문제
2014.05.22 상표의 지리적표시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 인도차위원회: 장 뤼크 뒤송 사건
2014.06.26 특허권의 역사적 기원

중국미래
기술연구회

2014.07.10 5G 이동통신 분야 한중 동향

과학기술
국제협력연구회

2014.04.22 독일 경제모델의 강점,

글로벌
개발협력
연구교류회

2014.08.11 국내 민간의 개발교육 동향 및 제언

2014.07.24 상표사냥
2014.08.21 Software와 관련된 법률문제
2014.09.15 기술혁신이란 무엇인가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바른 이해

2014.09.24 스타트업 캠퍼스 서울, 구글코리아
2014.10.02 특허 전쟁 시대의 창과 방패: 광개토 특허 평가 모델, DB 소개
2014.10.16 독일 기술사업화 사례
2014.10.23 식물품종의 보호: 종자산업법과 지식재산
2014.11.12 Confrontation with Matrix

제약산업경영
연구회

2014.08.22 개인 기부 운동을 통한 나눔 문화의 확산
2014.09.30 콩고 셀파여성개발활동

2014.02.19 최근 한국 제약/바이오 분야의 M&A 동향과 전망
2014.04.16 글로벌 시장 현황과 한국제약산업의 기회
2014.09.18 현대 유학과 행복 경영 - 인간으로 산다는 것, 진정한 행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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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조사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동향과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분석한 연구결과물

(분류기호 : P)

(분류기호 : F)

분류

연구책임자

분류

보고서명

P14-01

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양승우

F14-01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P14-02

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

조현대

F14-02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 시스템의 탐색

P14-03

재정 상황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황용수

F14-0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장영배

P14-04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서 사용자 참여 활성화 방안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의 관점-

송위진

F14-04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방안 연구

장병열

P14-05

융합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방안

이광호

P14-06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 특성 분석

김승현

P14-07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이명화

P14-08

기업가정신의 국제 비교를 통한 창업 환경 진단 및 개선방안

김석관

P14-0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최종화

④ 2014 고성장기업의 전략과 혁신특성

P14-10

연구공동체의 능동적 역할 제고를 위한 발전전략과 과제

홍사균

⑤ 우수기술력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성과와 특성

P14-11

지역의 창조경제활동 현황과 지역혁신 정책 방향

박동배

⑥ 기술융합지표 : 바이오, 나노,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P14-12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과 과제

김왕동

① 미래혁신전망(Innovation foresight) 방법론 개발 및 적용

홍성주

P14-13

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방안

박기범

② 미래위험과 회복력

서지영

P14-14

이공계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방안

김선우

③ 한국인 미래인식, 사회분위기, 미래 적응력조사 (2차년도)

박성원

P14-15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민철구

P14-16

글로벌 STI 플랫폼 구축방안 : 창조경제와 신뢰외교를 지원하는 현지거점을 중심으로

이명진,장용석

④ 한국기업의 미래연구 현황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

김영환

P14-17

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이주량

⑤ 대학 과학기술교육의 미래 전망 및 혁신 방안

홍성민

P14-18

북한 환경기술 연구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김종선

⑥ 전자민주주의 기반의 참여적 의사결정 연구

정장훈

P14-19

역동적 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 활성화 방안

손수정

P14-20

제조업 기반 서비스 산업 R&D 혁신전략 -제조업의 서비스화 R&D-

장병열

F14-07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 (Ⅴ)

임채윤

P14-21

기초ㆍ원천연구 투자의 성과 및 경제적 효과분석

이우성

F14-08

중국 (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홍성범

P14-22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김승현

F14-09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조가원

P14-23

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조현대

P14-24

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손수정

P14-25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반구축 연구

강희종

P14-26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4년차)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 의료의
현황과 발전 과제-

정기철

P14-27

STI Strategies for Poverty Reduction : the Case of Lao PDR

이정협

P14-28

남북 ICT 협력 추진 방안

이춘근

P14-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활성화 전략 -대기업 벤처링 활동을 중심으로-

이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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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안두현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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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홍성주, 이정원

① 2014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지표
② 2014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F14-05

F14-06

③ 2014 기업혁신지수 : Company Innovation Index (CII)

⑦ 복잡계 과학과 위험이론

F14-10

①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 부문
②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 서비스업 부문

김석현

김두환,이재우

조가원

F14-11

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이민형

F14-12

기업 내·외부 연구개발과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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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STEPI Insight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에게 시의적절하게 배포하기 위해 요약 형태로 발간한 자료

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분류기호 : J)

사회 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권호

발간일

J14-01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 Young Innovators 포럼 경과 보고서

김형주

제133호

2014.01.01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

J14-02

대개도국 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조황희

제134호

2014.01.15

선진국 진입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 현상 및 대응방안

J14-03

2014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조황희

제135호

2014.02.01

지식재산 인프라의 글로벌 진단과 경쟁력 제고 방안

제136호

2014.02.15

시스템과 전략 개선을 통한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

정미애,김기국,
김승현,강희종

제137호

2014.03.01

과학기술분야 대북현안과 통일 준비

이춘근, 김종선

제138호

2014.03.15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과 과제

김선우

제139호

2014.04.01

학연교수·학연학생제도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김왕동,박미영

제140호

2014.04.15

과학기술과 농촌의 새로운 만남 : 농촌 리빙랩

성지은,송위진,
박인용

제141호

2014.05.01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제에 관한 소고

제142호

2014.05.15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IT 기술 분석 및 협력방안

제143호

2014.06.0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지향적 공공구매 방안

제144호

2014.06.15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 :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김종선,이춘근

제145호

2014.07.01

과학기술·ICT ODA 현황 및 정책 방향

강희종,임덕순

제146호

2014.07.15

기술지주회사의 가치와 성공조건

손수정,정장훈,
임채윤

제147호

2014.08.01

회복력(Resilience)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슈

서지영,조규진

제148호

2014.08.15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이원화와 기반 조성

손수정

제149호

2014.09.01

정부출연(연) 지역조직(분원) 기능 활성화 방안

박동배

제150호

2014.09.15

Technology Barometer로 본 주요국 혁신 역량

강희종

제151호

2014.10.01

ICT 기반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고방안 : 크라우드소싱을 위한 플랫폼 구축 정장훈,신은정

제152호

2014.10.15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153호

2014.11.01

한국 R&D조직의 협업 현황

성경모,한택진

제154호

2014.11.15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

이우성,박미영,
강희종,김보현

제155호

2014.12.01

한·중 FTA와 농업 R&D -협력과 경쟁을 위한 정책 과제-

이주량,이찬송

제156호

2014.12.15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연차보고서

제목

04

저자
STEPI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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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윤문섭,조현대
손수정

신은정
김종선,이춘근,
남달리
최종화

양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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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호

세션명
논단

제24권
제1호
(통권
194호)

칼럼

정책동향

연구노트
STEPI 포럼
지상중계
통계

정책초점

제24권
제2호

정책동향

(통권
195호)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IICC) 설립의 당위성과 의의

조황희

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임덕순

수요지향형 과학기술 ODA : 전개방향 및 실천전략

최영락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ODA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

이우성

ODA 사업에서 적정과학기술의 중요성

이무하

적정기술 사업화 사례와 시사점 : 캄보디아 사업을 중심으로

이우성

적정기술을 활용한 농업기술 해외 공유가치창출(CSV)
: ODA를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중심으로

이상혁

에티오피아 건축을 위한 제언 : 친환경 건축 분야의 적정기술 ODA 추진방안

황혜주

연구장비의 개도국 이전을 통한 과학기술 ODA

김기국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정책과제와 방향

STEPI

STEPI 포럼
지상중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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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세션명

정책초점 Ⅰ

제목

저자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성과와 한계 :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을 중심으로

박기범

고급 과학기술인력 직업구조의 전환 : 이공계 박사인력의 세대별 분석
연구개발정책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연계 필요성과 방안

정책초점 Ⅱ
제24권
제3・4호
(통권
196호)

정책동향

조가원

이윤준

이스라엘의 기업가정신 : 이스라엘 기업가정신과 육성에 대해

이원재

기업가정신 연구 동향 : 기업가정신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김영환
김은진,이용호

3D 프린팅 산업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정책 연구

박세환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국내외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김광석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의 의미와 과제
: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민철구,안종욱

통계로 본 과학기술 ODA

강희종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의의와 과제

송위진

STEPI 포럼
지상중계

대한민국의 혁신과 과학기술의 역할

STEPI

출연(연)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활동 성과와 과제

성지은

통계

통계로 본 주요국 과학기술인재 현황

강희종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혁신

김종선

R&D 생산성과 사업구조

안두현

정부연구개발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예산 배분제도 및 구조 개선방안

이민형

한국기계연구원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 현황과 과제

정성균 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사업 기획 현황

오정수 외

한국화학연구원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례와 발전전략

고영주 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 현황 및 과제

권철홍 외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사례 분석과 시사점

장영배
성지은,박기량

Safety Korea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과제

STEPI

통계로 본 한국인의 삶과 질

강희종

정책초점

경제위기에 따른 국제적 연구개발투자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칼럼

제24권
제5・6호
(통권
197호)

정책동향

국가연구개발투자 패러다임을 다시 생각한다

04

홍성민,장보원,
박기범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

국내 과학기술 정보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사용자 지향의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정책

연구노트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
: “사회와의 협동이 만들어내는, 사회를 위한 지식의 실천”을 향하여
연구노트

저자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정책초점

제목

정장훈,황용수
임덕순

Futures Literacy and the Discipline of Anticipation

Riel Miller

Government Foresight Activities in Finland
: Brief Description of the Recent Processes

Ulla
Rosenstrm

Linking Foresight to Strategic Public Policy
: The Canadian Experience

Policy Horizons
CANADA

OECD Futures : Embedding Foresight in Policy

Angela
Wilkinson,
Deirdre Culley

우리나라 미래전략(strategic foresight) 활동의 평가와 전망
: 역량 제고를 중심으로

박병원

연구노트

탈추격 혁신정책의 유형과 사례 분석

송위진

통계

통계로 본 주요국 연구개발투자 변화

강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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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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명

권두칼럼
현자에게배우는
미래연구
Winter
2014
(제19호)

미래연구
포커스

미래연구
해외동향
통계 너머의
미래

환경 서비스의 미래

김선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연구

Spring
2014
(제20호)

미래연구 논점
기획연재
Young
Innovators
Talk
현자에게배우는
미래연구

권호

세션명
통계 너머의
미래

송종국

① Introduction : 우리가 살면서 만날 재난과 그 대응

박성원

백성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열다

임기철

② 한국의 극단적 재난사례 : "만약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윤정현

① 기술적 돌파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박병원

③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인텔리전트 기술의 효과적 활용방안

이성호

②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도래

정지훈

④ 사회적 대응력 향상을 위한 재난 시티즌십

이영희

③ 정상인이 장애인을 부러워하고 젊은노인이 활보하는 세상

강건욱

⑤ 재난안전분야 : 4가지 회복력을 갖춰야

전대욱

④ SNS가 바꾸는 정치혁명

윤성이

⑥ 재난의 기록 : 재난 보고서의 사회적 기능

최형섭

한국사회를 바꿀 5대 기술 키워드 - 증강, 수평, 경계, 스마트, 제로

홍성주

Young
Innovators
Talk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 고래를 꿈꾼다”
- 벤처연합체 옐로모바일 임진석 CSO

김형주

해외 미래연구
소개

재난대응에 있어서 ‘상황공유’의 필요성

장성일

석유 안보의 취약성과 대응 방안

이성호

① Introduction : 우리나라 중장기 미래전략 활동의 평가와 과제

박병원

⑤ ICT를 통한 권력의 집중과 분산

정장훈,윤근희

⑥ 세계 에너지 질서의 변화와 충격

권철홍

네덜란드 기술동향연구원 '미래의 교통'

박성원

기부의 미래 : 나누는 당신이 미래의 리더

황윤하

① 미래와 현재를 보는 한국인의 네 가지 마음

박성원

Summer
2014

미래연구
포커스

(제21호)
기획연재

통계 너머의
미래

송민

③ 사건에 잠재된 미래폭발력, 현장에서 읽어내라

이규연

② 정부 출범 공약을 통해 본 미래정책 진단과 과제

허재준

④ 민중의 집단창작 예언서는 변화의 방아쇠

백승종

③ 가족의 미래 시나리오와 미래지향적 정책 제언

장혜경

⑤ 공정에 목마른 한국사회, 좌절과 불만 커진다

고진석

④ 미래전략센터의 의미, 성과와 발전 방향

박정은

탈추격시대, 선택과 집중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광호

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미래세대기본법’ 구상

서용석

한국사회를 바꿀 5대 글로벌 트렌드

홍성주

⑥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문화

최연구

기술로 원가구조혁신,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깨부수다
- 아이디인큐 김동호 대표

⑦ 미래지향적 인재육성을 통한 대학 교육시스템

이상지

김형주

⑧ 미래창조과학부와 미래전략

최준호

조선의 미래를 준비한 정약용, 실용 위민 균형주의로 사회를 개혁하다

Autumn
2014

미래연구
포커스

(제22호)

윤주

미래연구
해외동향

Young
Innovators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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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와 정책의 연결고리를 찾아라

04

저자
이성호

미래연구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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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는 연결된다, 고로 증강한다”

② 트윗 토픽과 실제 사건 연결, 민심의 쏠림 보이네
미래연구
포커스

저자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통계 너머의
미래

제목

윤정현,박성원

“선택과 집중을 넘어 다양성과 수평적 협력으로”

황혜란

발명가들의 기술 창업 - 퓨처플레이 황성재 최고창의경영자

성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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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Focus on China

과학기술정책 관련 최신 현안 이슈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온라인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기술혁신역량 및 발전 동인 분석, 대응방안 제시 등을 통하여

수시 발행하는 이슈페이퍼

정부 및 산학연 유관기관에 대중국 심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되는 간행물

권호

발간일

제목

저자

권호

발간일

제4호

2014.01.02

OECD의 공공연구기관 및 인력 작업반 (RIHR : Research Institutions
and Human Resources) 동향과 시사점

박기범

제1호

2014.04.21

중국의 식량안보와 농업기술혁신 추진전략

홍성범, 이주량,
김기국

제5호

2014.01.09

OECD 기술혁신정책 연구동향
: 기술혁신정책(TIP) 작업반의 정책연구 중심

이정협

제2호

2014.05.21

중국의 “中藥현대화/국제화공정” 추진 현황 및 대응 전략

홍성범,김기국

제6호

2014.02.11

2011년도 중국공개특허로 본 중국 바이오 동향

제7호

2014.03.24

개방형 정책 플랫폼의 新모델 : 혁신정책 플랫폼(IPP) 동향과 시사점

제8호

2014.04.07

지속가능한 DMZ 세계평화공원 : 과학기술적 접근방안

제9호

2014.04.15

프랑스 ICT 산업의 인재혁신 동향 : 민간 주도의 기수, ÉCOLE 42

제10호

2014.06.24

2013 기업혁신지수(Company Innovation Index, CII)
: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제11호

2014.07.01

아베노믹스와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제12호

2014.09.12

농업·농촌 활성화와 혁신연계조직

제13호

2014.09.16

유럽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혁신도시 설계와 도전
: East London Tech City

손수정

제14호

2014.10.24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 특성과 시사점

송위진

제15호

2014.11.17

청소년 참여 미래연구 : 사례 및 시사점

박성원,황윤하

제16호

2014.11.20

사회문제에 대한 현장 밀착형 조사·분석 사업 : 사례와 시사점

성지은,정연진

제17호

2014.11.25

일본은 어떻게 많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는가?

제18호

2014.12.04

전환 연구와 지속가능한 발전 : 벨기에 플랑드르 기술연구소(VITO) 사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연차보고서

제목

04

저자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94

동향과 이슈

정교민,안두현
홍성주
정교민,안두현
성경모
김석현,김선우
이정찬
성지은,박인용

이정찬
박미영,김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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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STI Policy Review

위탁과제 연구

다양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에 대한 실증적 지식을 다양한 영역의 전 세계 독자들과 공유하기

STEPI의 기본연구사업 중 외부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에게 연구 수행을 의뢰하여 수행한 과제보고서

위해 발간하는 영문저널

(총 16종)

제목

저자

번호

Jae-Yun Ho

1

Future of Asia to 2040 research

2

국내 정보통신 산업에서 신제품혁신을 위한 최적 자원 투입에 관한 연구

심동녘

3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한 오픈소스 하드웨어 활성화 정책 연구

한상열

4

팹랩(FabLab)을 통한 개인 창의성 기반의 혁신전략프레임워크 연구

유재흥

5

대기업 전속성이 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엄부영

6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R&D 협동조합 체계 연구

서규원

7

한국의 ICT 기술 발전은 일자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용

8

R&D 보증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김상봉

9

영재들의 재능발달 궤도에 기반한 융합 영재교육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조석희

Mun-su Park,
Seong Ouk
Jeong

10

Web 2.0시대의 적정 기술 :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윤영석

11

공공연구기관의 효과적인 R&D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수립

백승희

Charles
Edquist

12

과학기술혁신의 모순해결을 위한 나비모형의 논리적 증명과 사례 연구

현정석

13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협력적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기정훈

Mario Scerri

14

혁신역량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정숙

Jungbu Kim,
Seong Soo Oh

15

SDGs를 달성하기 위한 ODA 과학기술정책 협력 및 지역문화 연계전략 수립

허윤정

Stay or Return? : Key Decision Factors of Foreign STEM Talents in Korea

16

중국 소재 분야 현황 및 발전전략

한철규

Rethinking Borders of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 Austrian Perspectives on Korea's Internationalization of Green Technologies

Philipp Olbrich

Approaches for Developing National STI Strategies
Platform Business and Network Strategy

Vol.5 No.1

Entrepreneurial Financing : Program Review and Policy Perspective
Collaborating for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One China, Two Systems”
A Knowledge Broker in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 A Case of Gyeonggi Province in Korea
Entrepreneurial Universiti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 Cases of KAIST and POSTECH
Striving Towards a Holistic Innovation Policy in European Countries
- But Linearity Still Prevails!
Modes of Innovation and the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s of the BRICS
Economies

Vol.5 No.2

Inter-ministerial Policy Coordination for Digital Content Technology
Development : Korean and Japanese Cases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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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k Meissner
Junic Kim
Jin Joo Ham
Seonphil
Jeong
Sangwoo Shin,
Deok Soon Yim

04

연구책임자
Alun
Rhydderch

위탁 · 수탁과제 연구
연구보고서

Standardization Roadmapping : Cases of ICT Systems Standards

연구과제

Wonkyung
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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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연구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수탁과제 연구보고서
(총 53종)

번호

연구책임자

번호

연구과제

1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분야별 미시적 종합연구

이춘근

28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R&D 지원 전략 연구

성지은

2

한-러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위한 기획연구

손수정

29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개발

이윤준

3

사회시스템 혁신형 C-Korea 프로젝트 추진사업

김종선

30

2030 대한민국 미래상 전망

이성호

4

주요 농촌진흥사업 진단 및 성과분석

이주량

31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3년 운영성과 자체평가

박기범

5

사회전반의 융합활성화를 위한 융합정책기획연구

이광호

32

과학기술 자문 후보의제 발굴연구

조용래

6

미래 보건복지 수요 대응 연구개발전략

서지영

33

2014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종합성과분석

홍성민

7

기능지구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능지구 소재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방안 연구

박기범

34

기술사회시스템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기술영향평가 개선방안

서지영

8

2014년도 임무중심형 기관평가(KISTEP)를 위한 경영성과계획서 점검에 관한 연구

이민형

35

중소기업 R&D 지원현황 Matrix 분석

김선우

9

대학공공(연)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 용역

손수정

36

OECD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식공유 플랫폼의 국내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조사연구

정장훈

10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제정에 관한 연구

양승우

37

과학기술인력 통계정보 협업체계 구축 및 연계방안 연구

조가원

11

2015년도 평가대상 농업 공동연구사업의 성과분석 및 파급효과 진단분석

박동배

38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혁신방안 연구

이주량

12

한-유럽 과학기술혁신 전략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이정협

39

종자산업 지원 사업 효율성 제고 전략수립

박동배

13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활동에 관한 조사분석 : TIP

이정협

40

방사선거대선도산업기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박동배

14

CSTP/IFP/우주포럼 활동 관련 조사분석

이명진

41

국가 과학기술정보 인프라 미래 전망 및 발전방안 수립

이성호

15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및 산하작업반 활동에 관한 조사분석

이명진

42

2014 파키스탄 과학기술정책(TAP) 연수과정

김은주

16

OECD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활동현황 분석

장용석

43

싱가포르를 허브로 하는 동남아권역 과학기술 ICT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전략 연구

이우성

17

감염병 조기감시 및 조기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기획

김석관

44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광호

18

중국 과학기술혁신역량 급성장 분야에 대한 심층분석연구

홍성범

45

벨리즈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 및 액션플랜 수립

이우성

19

과학벨트-특구 중심 기술사업화기업 육성방안 연구

김선우

46

중국의 관점에서 평가한 북한 핵능력

이춘근

20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부기획연구

이윤준

47

세계수준의 연구센터(WCI) 종합성과분석 및 백서발간

엄미정

21

해외생물소재 확보 및 활용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조현대

48

보건의료 R&D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체계 개편(안) 연구

김석관

22

2014 과학기술정책(TAP) 연수과정

김은주

49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정책 연수사업

임덕순

2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 사회경제 시스템의 행위자기반모형 개발 및 미래전략 도출

박병원

50

ICT분야의 한국형 리빙랩 구축방안 연구

성지은

24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성과평가를 통한 대학공공(연)의 경제적 효과분석

손수정

51

對아프리카중동지역 과학기술ICT 협력전략 마련

송치웅

25

2015년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유치에 따른 핵심의제 고도화 연구 및 관련활동

장용석

52

한국경제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략 세미나

박병원

26

ICT기반 과학기술 융합데이터 그리드 허브 구축기획연구

장병열

53

북한의 과학기술 현황분석을 통한 협력이슈 발굴 연구

이춘근

27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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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연혁

조직

비전과 5대 경영목표

조직도

국정의제를 선도하는 정책연구 강화

원장

연구자문위원회

①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적합한 혁신시스템 전환연구 확대

감사(비상근)

② 미래연구의 정책연계 강화

부원장

VISION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개방·협력 연구 확대

③ 전략적 파트너쉽 확대

정책연구의 성과확산체계 구축
⑥ 성과확산의 수요지향성 확대

연혁

2005

1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7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 설립

일부 개정법률(2005.5.31)’에 따라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연구기관으로 소속 변경

1993

2011

5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8월 제12대 송종국 원장 취임

인사총무팀

기획예산팀

재무회계팀
지식정보팀

인원

1987

연구기획팀

홍보・발간팀

비전 및 연혁 / 조직

⑩ 신뢰 및 소통문화 강화

동향・지표팀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⑧ 역량관리체계 구축

경영지원실

⑨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

전략기획실

⑦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체계화

동향정보실

세종시 시대에 대응한 조직문화 정착

미래연구센터

역량기반 인재경영시스템 구축

글로벌정책연구센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

산업혁신연구본부

혁신정책연구본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에

④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다각화

05

⑤ 정책기여 확대를 위한 기획 강화

2014년도 예산

단위: 백만 원

74명
행정직 20명
임원(원장) 1명
연구직

경상운영비
934

지출
연구사업비
13,151

인건비
6,780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

시설비
1,074

수입

2014
9월 제13대 송종국 원장 취임

총

95명

정부출연금
13,510

자체수입
8,429

1999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제사회연구회 연구기관으로 소속 변경

합계 21,939

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이관
4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정책연구 기능 인수
5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개원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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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email(ID@stepi.re.kr)

원 장 실
원
행

정

인

경영지원실

조가원

kawoncho

연 구 위 원

이주량

jrlee

연 구 위 원

홍성민

hsamu

연 구 위 원

장병열

jangpy

장

송종국

jksong

실

장

김형수

kimhys

원

이수연

sylee

책임행정원

한미영

hanmy

연 구 위 원

하태정

hhhtj

턴

하순영

tnsdud9037

선임행정원

곽미선

mskwak

선임연구위원

안두현

dhahn

연 구 위 원

정기철

gcjeong

선임행정원

오윤정

ohyoon

선임연구위원

조현대

hdcho

연 구 위 원

최병삼

bsamchoi

행

정

원

유지은

jordan1022

선임연구위원

홍사균

sghong

부연구위원

박동배

dbpark

부원장실
장

이정원

leejw

행

정

원

최지영

jy0207

선임연구위원

이민형

mhlee

부연구위원

박찬수

pcs1344

선임연구위원

장진규

jgjang

행

정

원

고미연

mygo

연 구 위 원

이세준

sjlee

연

구

원

김동현

dhkim

부연구위원

오승환

ohsh

【 인사총무팀 】

연 구 위 원

황석원

hsw100

연

구

원

권혜연

hykwon

부연구위원

이정우

jungwoolee

팀

장

전대관

jundk

연 구 위 원

양승우

swyang

연

구

원

김만진

mj7980

부연구위원

이정찬

jlee

행

정

원

김지현

jhkim1108

부연구위원

신은정

ejshin

연

구

원

김선지

sjkim

부연구위원

정일영

iljung

행

정

원

박수창

scpark

부연구위원

유의선

esyoo

연

구

원

김지희

jiheekim

부연구위원

조용래

yongra

행

정

원

정정환

jjh9917

부연구위원

이명화

mlee

연

구

원

김광모

kwangmokim

행

정

원

최아람

aram0077

부연구위원

정미애

miaejung

연

구

원

반승현

shban777

행

정

원

이정하

nicodas

연

구

원

권보경

bkkwon

연

구

원

손준호

sondndn

턴

김정신

jos91

연

구

원

김정진

jjkim

연

구

원

이아정

ahjunglee

연

구

원

박은진

park0323

연

구

원

이다은

lde8892

부

원

감사(비상임)

이혜숙

실

박평규

장

인
ppk

【 재무회계팀 】
장

이상병

leesb

연

구

원

박인용

penguine

연

구

원

추수진

추후공지

선임행정원

이선희

monica

연

구

원

이혜진

hyejinlee

연

구

원

이지혜

ji-hey86

팀
명예연구위원
명예연구위원

신태영

tshin

행

정

원

이승현

leeshyun

연

구

원

장보원

bowon

연

구

원

조주영

jjy8603

명예연구위원

윤문섭

msyun

행

정

원

최미나

mina

연

구

원

정미나

minaj

연

구

원

심성철

scshim

명예연구위원

이재억

jolee

행

정

원

김보영

bykim

연

구

원

정윤성

v4doosan

명예연구위원

황용수

yshwang

인

턴

오승희

oshjwu

연

구

원

정현주

stat93

연

구

원

김선지

sjkim1122

센

장

이우성

leews

연

구

원

이신우

lsw3478

선임연구위원

이명진

leemyjin

선임연구위원

이춘근

cglee

선임연구위원

장용석

jang

연 구 위 원

이정협

jhlee

【 지식정보팀 】

전략기획실
실

장

임채윤

팀
lcy

연

구

원

이나현

bona

행

정

원

유민혜

srdrd13

행
행

정
정

장

나상현

nsh

원

김용일

yikim

라경민

원

산업혁신연구본부

lakm
본

혁신정책연구본부

【 연구기획팀 】

글로벌정책연구센터
터

김석관

kskwan

연

구

원

Sira

장

이광호

leekh

연

구

원

김경외

awekim

장

【 융합연구단 】

smaliphol

장

김승현

shkim

본

책임행정원

한상수

sshan

【 사회기술혁신연구단 】

부연구위원

최종화

jhchoi

연

구

원

김보현

kbhyun85

선임행정원

조경화

khcho

단

장

송위진

songwc

부연구위원

정장훈

musiqjh

연

구

원

김성아

sylvia

연

원

강민지

mjkang

연 구 위 원

김종선

jskim

【 기업가정신연구단 】

연

구

원

김지영

jykim

턴

장미래

mrjang

연 구 위 원

성지은

jeseong

단

장

김선우

kimsw

연

구

원

남달리

drnam

부연구위원

장영배

ybchang

연 구 위 원

김형주

hjkim

연

구

원

박미영

ollive

장

양진철

yangjc

【 인재정책연구단 】

연 구 위 원

이윤준

caelee

연

구

원

박은혜

ehpark

부연구위원

김영환

younghwankim

연

구

원

최유나

yunachoi

연

구

원

장충길

jason6370

연 구 위 원

손수정

sjsohn

연

구

원

김교범

kimgb

팀

구

인

【 기획예산팀 】
팀

부

장

배용호

부

05

yhbae

행

정

원

정의호

cyberjeh

단

장

엄미정

umi

행

정

원

박종석

stone

선임연구위원

민철구

ckmin

턴

이지혜

jennalee713

연 구 위 원

박기범

soli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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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센터

연

구

원

이원철

liyuanzhe

장

박병원

bwonpark

【 사업관리팀 】

선임연구위원

임기철

kchlim

팀

장

이종수

ljsoo221

연 구 위 원

서지영

science

선임행정원

정수정

chungsj

연 구 위 원

이성호

slee1009

연

김윤혜

yunhye12

부연구위원

박성원

spark

【 한국-에티오피아혁신센터 】

부연구위원

홍성주

sungjoo

센

장

임덕순

yimdeoks

부연구위원

이상엽

sylee1

책임행정원

이종수

ljsoo221

연

구

원

윤정현

yjh5791

센 터 지 원

하재승

public_hjs

연

구

원

조규진

kjcho

【 한국-상해글로벌혁신센터 】

연

구

원

최혜승

hschoi

센

터

장

홍성범

sbhong

연

구

원

김건우

geonwoo1123

연

구

원

손은정

s6623629

연

구

원

홍창의

aretehong

센

터

구
터

원

동향정보실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센

터

조황희

hhcho

장

임덕순

yimdeoks

장

【 기술협력팀 】
팀

kkkim

장

강희종

kanghj

부연구위원

성경모

lumilyon2

장

【 동향 · 지표팀 】
팀

연

구

원

김은희

ehkim

연

구

원

김태양

taeyang58

연

구

원

박건희

ghpark0126

연

구

원

박정훈

pjhwave

연

구

원

선주윤

juyoonsun

연

구

원

임수연

sylim

홍정임

jnhong

연

구

원

원미경

mwon

【 홍보 · 발간팀 】

연

구

원

이재원

jaewon

팀

연

구

원

장성일

sungil

행

정

원

최 미

miyaa

연

구

원

한웅규

ungkyuhan

연

구

원

서현정

shj999

행

정

원

김선화

suna84

장

송치웅

cusong

행

정

원

하선영

withhsy

전문연구원

김은주

ejkim

행

정

원

정지혜

boyjgh88

연

김지원

jiwonkim1

인

턴

김소연

yeon727

인

턴

김혜진

hye6777

장

홍성범

abhong

【 교욱훈련팀 】
팀
구

원

【 동북아사업단 】
단
연

구

원

손은정

s6623629

연

구

원

유 철

liuzheyes

【 콜롬비아사업단 】
장

장용석

jang

원

김왕동

wangdkim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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