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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기업가적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제·사회적인 변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STEPI는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에 요구되는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과학기술이 성장동력과 고용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현재의 경제 시스템과는 다른
경제·사회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과학기술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정비하고, 정부가 제공하려는 비즈니스모델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모델 간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비즈니스모델의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
조정,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담보할 수 있는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세종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된
2015년 한 해 동안도
STEPI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에 이바지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과거처럼 모든 것에 일일이 관여하고 개입하려는 미세조정 정책을 고집해서는 실패할 것입니다.
STEPI는 이러한 우리 경제·사회적 변화에 바탕을 두고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정책,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과학기술정책,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은 STEPI 정책연구의 비전입니다. 특히 2015년에는 국정의제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정책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개방 및 협력연구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서 창조경제시대 선도형 국가혁신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및 평가제도 혁신, 민간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 글로벌 과학기술이슈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전략과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기술혁신을 정착시키려면 규제개혁과 융합연구, 기업가정신과 창업생태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물망처럼 촘촘한 규제 속에서는 창의적 융합기술과 제품 및 기업이 태어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천기술과
기초연구 결과를 제대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창업
생태계 조성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TEPI는 규제개혁과 융합연구를 전담 연구하는 기술규제연구센터, 기업가
정신과 창업생태계를 전담 연구하는 혁신기업연구센터를 새로 설립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 심화를 꾀하고 정책연구를
체계화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STEPI는 정부기관, 대학, 언론계, 연구기관을 망라한 전문가 네트워크의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각계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 과학기술정책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 및 대안을 수렴하는 STEPI 과학기술정책
포럼은 1998년에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로 어느덧 400회를 맞이했습니다.

2015년은 STEPI가 세종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한 “세종시 원년(世宗市 元年)”입니다. 27년이 넘는

이밖에도 본 연차보고서에는 STEPI가 2015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빠짐없이 수록했습니다.

서울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세종청사 시대가 어느덧 한 해를 넘겼습니다.

본 보고서가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 정부 관계자 및 모든 국민들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STEPI는 지난 한 해 동안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서울에서의 지난 27년, 그리고 세종에서의 첫 1년 동안 STEPI를 변함없이 성원하고 사랑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고 다양하게 만들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환경, 생명윤리,

니다. 내년에 STEPI는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맞이합니다. 보다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소득격차 문제 등 과학기술 발전의 부작용(side effects)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글로벌 경제의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국가발전은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연구에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세종시대의

침체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고용창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STEPI의 앞날에 더욱 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구현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창조경제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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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구사업 특징
과학기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정신과 소통하는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대응 전략」, 「인문·기술 융합에 기반한 기업혁신 사례분석 및 활성화 방안」, 「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등을 모토로 정책

발전방향」, 「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방안」,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C&BD형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2015년에는 국정의제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정책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개방·

사업의 모색」,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협력연구 확대에 더욱 노력하고자 하였다.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관련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정부 정책 추진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수행을 통해, 창업 생태계내에서 발아·성장하고 있는 창조적
청년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례 및 성과를 확산하여 기업가정신 문화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에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융합연구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운영·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전환기의 한국형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융합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등 기존의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스템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R&D 분야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가치 개념 도입방안」, 「정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2015 연구사업 특징

제도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국민 행복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가 점점 더 강조됨에 따라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글로벌 이슈 조사연구」, 「안전한 연구개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 인력의 정년에 대한 이슈와 정책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하여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5년의 주요 정책연구를 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기여,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국제
사회 발전 기여라는 범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된 동향 조사와 함께 이슈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Think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Tank로써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15년 ‘세계과학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위한 「UN의 Post-2015 개발의제와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방안」,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등을 수행

창조경제 시대에 대응한 국가혁신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경제·사회 변화의 기회를 발굴하고 대응하기

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과 유라시아 지역

위해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 등의 과제를 추진하여 국가경제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미래

국가와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통일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유라시아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미래 연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역 STI 국제협력전략」,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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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로서, 사람과 사회 그리고 시대

2015 연구실적 목록
분류

조사연구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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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1

융합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2

인문·기술 융합에 기반한 기업혁신 사례분석 및 활성화 방안

3

전환기의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이정원, 홍성주

4

R&D 분야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안두현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가치 개념 도입방안

조현대

연구책임자 이광호

6

지역의 STI 사회자본 진단과 시사점

정미애

참여연구원 최종화, 정장훈, 양승우, 이지혜, 최고야, 정윤정

7

기술규제에 대한 거래비용 접근의 탐색 연구

정장훈

8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 - 재정법제를 중심으로 -

양승우

9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 방안: 혁신연계조직을 중심으로

김종선

연구 목적

10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명화

■융합연구의 특성 규명

11

STI 정책영향평가 탐색연구

황석원

- 융합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떠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지와 왜

12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김석관

13

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 방안

박찬수

14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C&BD형 사업의 모색

손수정

15

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김승현

16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 정책 연계방안

홍성민

■융합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설계

17

과학기술인력의 정년에 대한 이슈와 정책방안

엄미정

- 기존 정량적 평가 위주의 평가방식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대표적

18

UN의 Post-2015 개발의제와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방안

이우성

융합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과제 단위의 평가 현황 분석

19

유라시아 지역 STI 국제협력 전략

이춘근, 이명진

- 융합연구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체계 개선방향과 더불어,

20

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이춘근

21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5차년도)
-바이오 연구 인프라의 관리·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

신은정

22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1차년도)

송위진

■융합연구의 특성

(평가자 풀 확대, 연구방법론 평가, 다양한 성과지표 인정 등)하고,

23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서지영

- 혁신원천의 다원성 : 이질적인 연구분야 사이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계량적 평가 대신 역평가 등 제도보완을 통한 동료평가(peer

24

우리나라의 과학기술·ICT 외교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이우성

25

국가연구개발 정성평가 현황과 발전방향

조현대

26

산업수학 활성화를 위한 국내 산업수학 생태계 분석

박기범

27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 국내외 지역 공공연구 조직 분포 및 현황 조사연구

박동배

- 성과의 불확실성 : 선행연구 부족, 학회·저널의 부재, 불명확한

28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글로벌 이슈 조사연구

성지은

수요로 인해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계량적 성과지표 적용이

29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전략

이정찬

어려움

30

2015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김기국

- 네 트워크의 개방성 : 연구분야 간 교류를 통해 인적·물리적

31

2015년 기술혁신 성과지표분석 및 DB 구축사업

배용호

네트워크가 확장·개방되고 특히 최종 수요자와의 네트워크가 발달

32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Ⅶ

박병원

33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사업(Ⅵ)

임채윤

■융합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34

2015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 ICT 분야를 중심으로

홍성범

- 우리나라 융합연구는 초기 단계인 다학제(multi-disciplinary) 연구

35

2015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김선우

36

박사학위과정 재정지원 실태조사 : 대학원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분석

조가원

- 현행 평가체계는 융합연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37

한국기업혁신조사의 동향과 활용

조가원

실증주의 및 책무성 관점에서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량적

38

2015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조황희

성과를 강조

39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연구

박동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연차보고서

이광호

01

최종화

평가체계가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 개발
- 융합연구를 혁신원천, 혁신과정, 혁신성과 등 혁신활동 관점에서
살펴볼 때 나타나는 차별성을 현장 연구자로부터 도출

- 사업단위 평가체계에서는 사업 내용적 측면에서 융합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고 사업평가 주기가 짧아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향
- 과제단위 평가체계에서는 평가위원 풀(pool)이 협소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며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정량지표가 선정·성과 평가에
실질적으로 중요하여, 모험적·도전적 연구 실종 우려
- 현장 연구자들은 평가 공정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신뢰관계가
구축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선정·성과 평가에서 기존 방식과는

연구개발 단계·수준 등을 고려한 유형화된 평가체계 제시

차별화된 평가방식이 필요하다고 인식

정책 대안
■종합적 평가체계 개선방안
- 성과평가법에 발전적 관점의 평가목적을 명시하고 융합연구에
특화된 사업체계 구성 및 평가

주요 내용

연구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 연구방법의 비정형성 : 전통적 학제의 방법론을 수정하여 사용
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을 고안

- 융합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지표를 구성

review) 비중 확대와 부처별 PD 중심의 책임평가 제도 강화
- 평가자와 피평가자 실적(track record)을 DB화하여 범부처적
으로 공동 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 사업평가는 추적·영향평가
중심으로, 과제평가는 선정평가 중심으로 운영

■사업유형별 평가체계 개선방안
- 선정평가 시 기초·추격형은 동료평가, 기초·선도형은 책임평가,
	개발·추격형은 수요자평가, 개발·선도형은 다면평가형 중심으로
개선

위주이며 방법론 개발, 학문적 기반, 장기연구 등이 미흡

- 성과평가 시 기초·추격형은 협력강도, 기초·선도형은 개념·방법론,
개발·추격형은 시장·산업기여도, 개발·선도형은 유용성·수월성
등을 강조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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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번호

02

03

인문·기술 융합에 기반한
기업혁신 사례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전환기의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연구책임자 최종화

연구책임자 이정원, 홍성주

참여연구원 이광호, 손수정, 반승현

참여연구원 엄미정, 이상엽, 오승환, 홍창의

정책 대안

연구 목적

■한국 NIS 종합 진단 결과

■융합 트랜드의 진전에 따른 현상 이해

■인문·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체계 수립

■본 연구는 전환기 한국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진단과 모델

- 한국 NIS의 각 부문은 구성 요소의 수와 규모 면에서 선진국

- 세계적으로 인문을 융합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형태의 정책방향을

- 인문·기술융합의 활성화 전략 구체화 필요

설정하는 추세
- 민간기업의 주요 혁신방향이 기술적 우위를 넘어 감성, 창의 등

- 인문·기술융합을 포함하는 한국형 융합(MIT) 체계 구현
- 인문·기술융합형 R&D 사업 분야 발굴 및 추진방향 설계

새로운 가치를 추구
- 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인문기술융합 트랜드의 구체화가
필요

■주력 인문·기술융합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사업화 확대

-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융합의 활성화’를 국정

■법규제 개선을 통한 인문·기술융합 활성화
- 생명, 인권, 개인정보 관련 규제이슈 발굴
-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이슈 발굴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융합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 모색 필요

■STEAM 교육체계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주요 내용
■인문·기술융합 적용 메카니즘 및 유형화
- 인문·기술융합 적용 메카니즘 분석을 통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간 융합현상 분석
- 인문·기술융합 현상 이해에 기반한 기업혁신 유형 제시

인식을 정의
- 전환기적 문제를 극복할 NIS 업그레이드의 방향과 제언을 제시

-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 창의적 리더양성 트랙과 창업지원

주요 내용
■한국 NIS 위기론과 개혁 이슈의 정의
- 한국 NIS의 문제는 1) 국내 환경에 안주하는 갈라파고스화 경향,
2) 연구개발 투자 대비 성과 산출의 비효율성을 함축하는 코리안
패러독스, 3) 추격형 성장 이후 대안의 전략 부재

■한국 NIS의 부문별 진단은 아래와 같이 다섯 부문으로 나뉘어
조사됨
- 경제사회적 제도 환경 부문 : 시장, 금융, 노동, 교육, 커뮤니
케이션의 하위 항목별 조사 결과, 제도 전반에서 혁신친화적 환경
조성이 시급, 각 부문에서 개방성과 수요자 지향성이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부문 : 정부 주도성이나 수직적 위계질서가
강화되고 복잡화되는 경향에 비해 정책 거버넌스가 담당해야

■기업혁신단계 및 제품혁신유형별 인문·기술융합 사례분석

하는 시스템 상의 주요 기능들, 예컨대 수요 탐색이나 전략 수립

- 3단계 기업혁신단계 분류를 기반으로 해당사례 제시 및 특성분석

등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됨

- 4개 제품혁신유형 분류를 기반으로 해당사례 제시 및 특성분석

- 과학기술혁신 주체 부문 : 기업, 대학, 정부연구소 각 주체 모두
기대역할 수행이 미흡, 특히 외부적 변화에 대해 유연한 조직적

■사례분석에 기반한 인문・기술융합 저해요인 도출
- 기업혁신단계별 사례분석에 기반한 인문·기술융합 저해요인
도출 및 시사점 제시
- 제품혁신유형별 사례분석에 기반한 인문·기술융합 저해요인
도출 및 시사점 제시

수준으로 성장해 왔으나 규모에 비해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됨
- 한국 NIS의 기능 비효율 문제는 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제도와
정책에서 기인하므로 NIS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정책이 요구됨

- 인문·기술융합 전문컨설팅 기업 육성

■인문·기술융합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에서 인간, 자연을 포함한 다차원적 융합으로 범주를 확대

- 전환기적 시그널을 탐색하고 한국 NIS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
- 한국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의 현실과 문제를 진단

- 인문·기술융합을 위한 중소기업 비즈니스 기획서비스 제공
- 미국은 소위 NBIC2(CKTS,'13) 보고서를 통해 기술중심의 융합

탐색을 목적으로 함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됨
- 과학기술혁신 상호작용 부문 : 상호작용의 목적성보다는 상호작용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프로그램 평가 방식으로 비자발적 참여
등의 부작용이 일부 발생
-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부문 : 물적 기반으로서의 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인프라의 활용 및 경영과 관련된 부문은

정책 대안
■NIS 3.0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수립
- 문제해결 중심으로 NI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적
제도와 시스템 운영 방식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그러한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 변화로 정부는
2.0 시대의 시스템 설계자이자 관리자로부터 3.0 시대 생태계
조성자로 변화해야 함
-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정부는 NIS 3.0 시대를 열어가는 룰메이커의 리더십을 통해 생태계 행위자들로부터 정책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

■NIS 부문별 기능 업그레이드 방향
- NIS를 구성하는 각 부문과 조직에 존재하는 전략기획 기능과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횡적으로 묶는 ‘수평적 전략회의’를
구성
- 이합집산과 진퇴에서 유연한 네트워크형 연구집단, 문제해결을
위한 다학제적·조직간 연구개발 그룹 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설계
- 상호협력 정책에서 정부는 프로그램 제공자의 역할을 넘어 제도
개선자로 변화해야 하며 협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행위자
정보 플랫폼의 구축자 역할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운영과
경영 측면에서의 인프라 혁신이 필요

아직 저조한 것으로 진단됨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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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연구 목적

04

05

R&D 분야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가치 개념 도입방안

연구책임자 안두현

연구책임자 조현대

참여연구원 홍사균, 최병삼, 이혜진

참여연구원 윤문섭, 서지영, 김명관, 정윤성

정책 대안

연구 목적

■국가 R&D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및 향후 연구방향

■문제해결 중심의 R&D 조직화

■본 연구는 공공가치 관련 개념과 이론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제시
- R&D 투자의 관점에서 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정형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
개선방안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

-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계획·정책 수준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과
지표들이 과학적·기술적·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공
가치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원천, 융합, 첨단, 미래, 선도 등 다소 모호한 정책 목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공가치 적용실태를 분석하여 공공

중심의 부처간 중복적 R&D 사업구조를 문제해결 중심의 ‘적정’

가치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도입하는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함

- 대형정부연구개발사업 기획 수준 : 현재 예비타당성 제도의 평가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산업적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국가연구

기준은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명시적인 공공

R&D 사업구조로 재설계하는 등 부처간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
- 출연(연)을 포함한 정부연구기관의 R&D 추진체계를 연구사업단

개발사업들 이외 환경, 복지 등 공공적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국가

가치(공공성) 적용 없음

- R&D 생산성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 영향요인들을 논리적으로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세부 문제해결 영역 또는 분야별 일관적

연구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스템 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성과목표·지표 설정 수준 : 관련

	규명하고 발굴하며 이들 핵심요인들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R&D 추진체제 구축

공공가치 개념의 적용과 실행에 대한 실태분석 및 문제점 개선 연구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어 있는 성과평가지표에는 사회적 성과

관련 정책 개선 노력은 현재 매우 미흡한 실정

지표들과 경제적 성과지표들이 혼재되어 있는 등 공공가치 성과가

제시
- 정부 R&D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안 평가를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 대통령 하에 ‘(가칭)과학기술전략회의’를 두고 총리실 및 기재부
산하에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가칭)과학기술정책처’를 설치

■정부 R&D 재정 효율화 결정 요인들
- 정부 R&D 효율화를 위한 기반환경으로서 R&D 조직화와 연구
몰입 환경, 그리고 전략환경으로서 정부 R&D 전략 등 3개 핵심
요인들 각각에 대한 논리모형을 준거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

■문제해결 중심의 R&D 조직화
- R&D 투자에 있어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을 위한 보다 전문화된
R&D 사업구조(아키텍처)의 형성 및 이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를

- 개별 사업 수준 : 공공가치가 특히 중요한 보건복지분야의 보건

■연구 몰입 환경

·반영되어 공공가치가 제대로 창출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볼

의료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각 유형별로

- 평가등급 단순화 등 연구자 자발적인 노력 극대화를 위한 평가

필요가 있음

공공가치 성과의 지표들이 다를 수 있음에도 이러한 것들이 현재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지 않음

시스템 설계
- 평가대상의 동질화 및 동료평가 제도 개선

주요 내용
■공공가치의 개념

■정부 R&D 전략
-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역할 재정립
- 민간의 혁신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중복적 투자 방지,
혁신비용 절감을 위한 간접적 지원수단으로서 R&D 조세지원의
혜택 확대 및 R&D 융자지원 사업의 신설

- 해외 주요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R&D 영역에서의 공공가치 개념과
이론들을 고찰

설계

■정부 R&D 전략
-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기회 확대 및 혁신비용 절감

적용 및 공공가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여 적용

성과로는 포착하기 어렵지만 사회구성원들과 사회 발전의 기반

해야 함

형성에 필요한 공공성 높은 가치(성과)로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공가치 개념 도입·적용을 통한 적정
포트폴리오 재구성

- 해외의 경우 정부연구개발에서의 공공가치 개념 적용 사례에는

- 현재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의 구성 측면에서 과학기술적 성격과

크게 정부연구개발의 비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둔 경우와 정부연구

산업경제적 성격의 사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개발의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둔 경우, 시민참여 기반의 연구개발

에는 공공가치가 높은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의 비중을 높여야 함

정책 기획 및 평가 사례 등이 있음
- 국내의 경우 공공가치 개념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체계 상에 공공가치 개념을 명시적
으로 도입·적용해야 함
-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에 공공성(공공가치) 부분을 포함해야 함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사업에의 공공가치 개념 적용을
위한 실태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연차보고서

- 정부는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부터 과제의

과학·기술적(논문, 특허 등) 성과와 경제적(기술이전, 산업화 등)

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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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공가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적용
	기획, 선정, 관리 및 성과평가의 전 주기에 걸쳐서 공공가치 개념의

■공공가치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 R&D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및 평가시스템

정책 대안

- 본 연구에서 공공가치를 R&D 사업들이 창출하는 성과들에 있어

다루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 몰입 환경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상위계획 및 기획평가 등에 충실히 적용

제시

주요 내용

-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경제적 가치 이외 공공가치 개념이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체계 상에 공공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함
STEPI 2015 Annual Report

| 15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연구 목적

06

07

지역의 STI 사회자본 진단과 시사점

기술규제에 대한 거래비용 접근의 탐색 연구

연구책임자 정미애

연구책임자 정장훈

참여연구원 신은정, 김만진

참여연구원 이광호, 반승현, 최고야, 조희진, 김용기

정책 대안

연구 목적

■지역 과학기술혁신(STI)에 대한 사회자본의 진단체계를 설계

■사회자본의 확충 및 긍정적 활용성 강화

■기술규제 비용 측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기술규제 제도 개선

하여 그 기능과 동학을 연구
- 지역 과학기술혁신과 사회자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과학기술혁신 사회자본을 개념화
- 지역 STI 사회자본 진단체계를 설계·적용하여 사례 지역의 STI
사회자본을 조사하고 영향 관계를 파악
- 지역 혁신 정책에서 사회자본의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 클러스터 내 상호 인식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기관 간 신뢰나 공감도 등 인지적
사회자본을 확충하여 기존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구축된 네트워크 및 신뢰도가 실제적 지식 교류와 공유에 영향을

주요 내용
■사회자본 관점에서 지역 STI의 원리와 정책 맥락을 검토하고
지역 STI 사회자본을 개념화
- 사회자본에 대한 개인 차원 접근과 집단 차원 접근의 맥락적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속성을 체계화

- 규제비용총량제 및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실시에 따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거래비용 중심 규제비용 산출 방법론의 설계
-L
 ED 조명산업에의 방법론 적용을 통해 기존 비용 측정과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시

- 네트워크 형성 수요나 자발성에 맞추어 정책 지원 기준의 유연성을
높여 혁신 커뮤니티를 양성, 활용하는 전략 필요

■STI 사회자본 지표 개발 및 사회자본 영향 모니터링과 정책 학습
- 지역 혁신 측면에서 사회자본 요소의 측정과 분석을 수행해 섬세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학습 용도로의 활용이 필요

■기술규제로 인해 기업이 체감하는 문제점은 크게 증가 중

- 지역 STI 사회자본의 총체적 파악을 위해 사회자본의 거시, 미시
맥락 차원과 구조, 인지, 작동·생산적 속성의 사회자본의 투입산출 관계를 고려하여 진단체계를 설계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STI 사회자본을 조사하여 실태를 정리
하고 영향관계를 분석함
- 지역 STI의 대표적 사례로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와 광주 광산업

■기술규제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 제시
- 재시험 실시조건 명확화, 시험성적서 갱신주기 확대 등을 통한
과도한 인증수수료의 부담 절감
- 충분한 시험데이터 확보를 통한 최소 샘플 채취를 추진하여 시제품
제작비 최소화

- 규제의 유사·중복, 해외에 비해 과도한 국내 규제, 기존 규제로
인한 새로운 기술개발의 제한, 기술기준과 표준 간 불일치, 규제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제시

공백 등

- 직접비용 개념 명시 및 규제영향분석 대상으로 기술규제의 개념

- 대표적 기술규제인 인증 취득을 실패하였거나 포기한 이유로

명시화

다수의 기업들은 까다로운 인증취득 절차와 높은 인증기준 및
인증비용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 상 기술규제 비용요소(안) 제시
-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의 기술규제영향

■지역 STI 사회자본의 속성과 속성 간 관계 및 영향요인을 정리
하여 기본 진단체계를 작성

정책 대안

- 불필요한 인증유지비 개선 필요성 제시

주요 내용
■혁신 커뮤니티의 활성화

되어야 할 비용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시사

방향 제시

미칠 수 있는 방안 탐색 필요

시사점을 도출

- 기존 규제영향분석에서 실제 기술규제를 작동하는데 있어 고려

■기술규제로 인한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거래비용 관점의 방법론

평가 관련 비용 측정을 위한 핵심 비용요소 제안

개발
- 거래비용 측면에서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요소를
‘감시비용, 확증비용, 사회적 잔여 손실’ 등의 분야로 나누어 접근
-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비용요소로서 ‘내부인건비, 인증/표준 획득을
	위한 컨설팅비, 기술규제 시험·인증심사를 위한 심사비, 인증
	유지비, 시설투자 및 시제품제작비, 제품 미출시에 따른 손실비용’
등 크게 여섯 가지로 제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사회자본을 조사하고 사회자본의 영향
구조를 분석
- 클러스터 기반 조성 시기, 기업활동 증가 및 발전 시기를 거쳐
증가된 지역의 사회자본 각 속성들은 상호 관계를 통해 기업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거래비용 관점 방법론의 LED 조명산업에의 적용
- 각 요소에 대한 개별 산술식을 설계하여, 실제 규제비용을 도출
- LED 조명산업에 대한 기술규제제도의 기존 규제영향분석 결과
에서는 기술규제로 인한 비용을 ‘약 800만 원’으로 추정
-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업체당 규제비용은 ‘약 2억 원’
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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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연구 목적

08

09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 방안

-재정법제를 중심으로-

: 혁신연계조직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양승우

연구책임자 김종선

참여연구원 이민형, 이명화, 권보경

참여연구원 성지은, 이정찬

정책 대안

연구 목적

정책 대안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재정법제 분석과 예비타당성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관련 재정법제 및 관련 법제의 개정방안

■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국가 기술혁신 연계시스템 구축

조사제도의 연구개발시스템 내에서의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시스템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 재정립을

및 구체적 입법안 제시
-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방안 제시

조사제도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구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과학기술 혁신 현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둠

목적으로 함
- 국가재정 환경 및 연구개발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

경제조직들과 과학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연계조직

■국가재정법 개정방안
-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비교 분석의
필요성에 따라 추적평가 강화방안 필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의 합리성 문제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운영상 유연성 강화를 위한 문제를 검토할

■중간지원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 역량 강화

혁신연계조직 구축 방안을 제시

- 중간지원조직들의 활동 범위에 따른 맞춤형 기술혁신 연계 역량

필요가 있으며, 지역적 고려에 대한 부분은 상당부분 정책적 판단
과정에서 스크리닝하는 방안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조사기관의 법적 지위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시행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조사
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함
- 국가재정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필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책임성 강화
-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제도의 운용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조사
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후평가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강화

주요 내용

구조적 변화 검토

■사회적 경제 조직 내에 높은 혁신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 이하의 Fast Track 연구개발사업 신설 및 재정통제
방안 검토
- R&D 투자의 전략성 및 적시성 강화를 위한 수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사회적 경제 분야의 기술혁신 활동 조사 실시

기술 조직들의 혁신연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개발예산 총량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 Time to market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연계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경제 내 중간지원조직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와 과학

- 법률상 법정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신설을 통한 연구

주요 내용

- 현행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의 국가 기술혁신

-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기술혁신 연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주도
실증사업 수행

혁신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음
-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지속적인 혁신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자체 혁신역량이 낮아 새로운 과학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업 능력 제한에 따른 국가사업

■중간지원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
-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위한 개방형 혁신 인프라 개발 및 제공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확대
- 정부 연구개발 기관에 사회적 경제 협력 인센티브 개발 및 도입

참가 어려움, 우수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들, 첨단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방안
-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기본법상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
기술기본법 시행령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조정안 마련

기술 위주의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등으로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혁신 연계가 잘 안되고 있음

■사회적 경제 내 중간지원조직들의 혁신연계 강화 필요
- 현재 사회적 경제 내 광역 이상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운영 지원에 사업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혁신연계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재
- 지자체에서 일부 성공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매우
불안정한 혁신연계 기능이 작동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R&D 투자의 전략성 및 적시성 강화
- 급변하는 과학기술정책의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연계조직 필요
- 기존 국가,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존재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혁신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관련 혁신연계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

Fast Track 연구개발사업 론칭 등 정책적 방안을 적극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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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연구 목적

10

11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STI 정책영향평가 탐색연구

연구책임자 이명화

연구책임자 황석원

참여연구원 양승우, 신은정, 권보경, 현재환

참여연구원 오승환, 황원식, 이신우, 김강현

■본 연구는 국내 기술영향평가(TA)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 일부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기술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

모색을 목적으로 수행
- 국내에서 TA는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음
- 반면 선진국에서는 1970~80년대부터 TA 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요한 기능으로 정착·확대됨

재정립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아래의 3가지 핵심질문을 기반으로 수행됨
- 국내에서 TA는 왜 필요하며, 어떤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가?
- TA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행주체가 변화될 필요가 있는가?
- 평가대상의 선정이나 평가방식과 절차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국내 TA의 특징과 한계
- 국내 TA는 모호한 목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수행기관의
독립성 미흡, 미흡한 평가방식, 저조한 정책적 결과 활용도가 핵심
문제로 파악됨

■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정책영향평가의

■국내 유사 제도들의 시사점
- 농림수산식품분야 TA, 기술규제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영향평가의 결과가 제도 수립이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

-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STI 정책영향평가의 이론적
기반 마련
- 실증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과 영향평가 분야별 적합도
분석

대한 필요성 논란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TA 결과의 활용도나
대외홍보 등의 업무가 강화됨
- 해외에서는 TA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투표 컨퍼런스, 페스티벌, 월드 카페 등)을 활용
- 해외에서는 TA가 담당자의 역량에 상당히 의존
- 해외에서는 특정 인력이 장기적으로 TA를 수행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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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STI 정책영향평가 수행 체계
-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정책영향
평가 사례 조사를 통해 방법론 및 분석 체계 벤치마킹
- 정책영향평가의 목적, 대상, 수행 시기, 평가 항목, 수행방법,

- STI 정책영향평가 제도화 추진을 위한 수행 체계 수립

	평가 주체, 결과 활용 및 환류, 평가 인프라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신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

주요 내용

- STI 정책영향평가 영역을 과학기술과 혁신(I)로 나누고, 방식

- 국내에서 TA는 기술성, 경제성, 사회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STI 정책영향평가의 이론적 기반

제시

정책 대안

분석하기보다는, 신기술의 부정적 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음

- STI 정책영향평가 논리 모형을 제시하고 통상적인 성과평가 ·
특정평가와의 차이를 설명
- 정책영향평가는 특정한 사업에 국한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수행주체 : KISTEP의 TA 수행과정에서 미래부와 국회의 연계
필요
- 국회, 범부처조직, 민간전담기구가 새로운 TA 수행주체로 고려
될 수 있으며, 국내 특수성차원에서 미래부와 국회의 연계를 통한
TA 수행이 필요함

아니라, 그보다 상위 차원의 STI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과 그에
따른 공공 투자가 기업 성과, 경제성장 및 고용, 나아가 국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 평가하는 것임
대해 평가

■평가대상 :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기술을 TA 대상으로 선정
-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기술을 TA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포함

에서는 투자와 제도로 나누어 정책영향평가의 개념 설계안을
제시

정책 대안
■STI 정책영향평가 정기적 수행을 통해 증거 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기여
- 직접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 정책연구기관에
의한 객관적, 장기적 영향평가 수행 필요

- 통상적 ‘성과평가’는 주로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에
- ‘특정평가’는 사업 목표(objectives)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목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일차적 기대효과가 충족
되었는지(효과성, effectiveness)를 평가

■사회적 영향평가 별도 수행 모색
- 경제적 영향 중심의 분석과 사회적 영향평가는 별도로 분리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
- 삶과 사회의 영역을 15가지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사회적 영향
척도를 어떻게 정의할지, 정의된 척도에 따라 사회적 영향을

■해외 TA기관들의 시사점
- 해외 TA 기관들도 제도화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거쳤으며, TA에

- 향후 정책영향평가의 실증 분석 시 방법론 측면에서 기본적인

이론적, 방법론적 기반 구축 및 수행 체계 수립

- 과학기술의 불확실성·복잡성 증가로 신기술에 대한 사전평가
기능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므로, TA의 역할과 방향성을

연구 목적

■평가방식 : 다양한 TA 방법론 개발 및 적용

■STI 정책영향평가의 방법론적 기반

어떻게 측정할지, 그렇게 측정된 사회적 영향을 창출함에 있어

- TA 추진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하되, 실제 TA 방법론은 다양화

- 단지 방법론을 나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STI 정책영향

과학기술이 기여한 부분은 얼마인지, 그러한 과학기술 역량을

평가의 영역과 성격에 따라 어떤 영향(학술적, 경제적, 사회적

	구축함에 있어 세 가지 원천(정부, 민간, 해외) 각각은 얼마나 기여

■결과 활용 : TA 결과의 정책적 활용보다 대중적 인지도 강화에
주력

영향)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는지 등에 대해 평가

한지 적합도를 표로 정리
-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성장회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비용편익분석 등 영향평가에 사용 가능한
방법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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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12

13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책임자 김석관

연구책임자 박찬수

참여연구원 이성호, 최병삼, 이상엽, 장병열, 이다은, 설라영, 김은희, 유진

참여연구원 김승현, 장우영

■제3권 : 3D 프린팅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기술이 미래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변화

- 3D 프린팅 기술의 개요와 특성 분석

■“(창업) → 중소 → 중견 → 대기업”이라는 기업 성장 패턴의

시킬지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망하고 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제안하는 것
- 첫째, 신기술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것이 기존
산업의 제품, 서비스, 공정, 수익모델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전망

- 스마트폰과 자동차 산업에서 3D 프린팅으로 인한 제품, 서비스,
수익모델, 산업구조의 변화 전망
- 기술, 시장 및 소비자, 제도 측면의 영향 요인 분석
- 3D 프린팅 정책 현황 분석 및 진단, 정책 제언

- 둘째, 신기술과 새로운 제품, 서비스, 공정, 수익모델의 등장이
산업 내 주도기업의 위치나 가치사슬 등 산업 지형에 어떤 변화를
촉발할지 예측
- 셋째, 이러한 기술 발전과 산업적 변화를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기술, 제도, 시장/소비자 측면의 요인들을 분석
- 넷째, 신기술로 인한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의 입장에서 신기술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제4권 : 사물인터넷(IoT)
- IoT를 활용한 헬스케어 제품의 개요
- IoT로 인한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변화, 기존 병원과 의사에
미치는 영향 전망
- IoT로 인한 헬스케어 산업 변화에 제도의 역할 분석, 정책 방향
제언

■제5권 : 핀테크

■제1권 : 종합편
- 4가지 신기술 분야에 적용할 공통의 분석 틀 도출
- 4가지 신기술 분야 연구의 요약
- 4가지 신기술 분야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방법론적 함의 도출

■제2권 : 인지컴퓨팅
- 인지컴퓨팅 기술의 발전 전망
- 인지컴퓨팅의 노동 대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산업 지형의
재편 전망
- 제도 및 수요 측면의 제약요인 분석
- 자율주행 자동차 사례 연구
- 산업지형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 정책 제언

- 산 업분야별 & 성장단계별 혁신지원 방안 관련 정책 니즈에
대한 근거 자료 제공
- 과거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 위주의 대기업 정책’
	으로 양분되어 왔던 기업 정책의 약한 연결고리(missing link)를

방안을 제안

주요 내용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성장지원 정책의 기초 제시

- 핀테크 개념 및 기술 발전 전망
-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생태계,
산업구조 변화 전망
- 핀테크 발전에 따른 사회, 시장, 제도 변화 전망과 정책 과제 제언

보완하면서, 중견기업 대상 정책의 새로운 ‘성장 지원’ 패러다임의
근거를 제공

주요 내용
■기업 규모 성장의 중요성 : 기업규모별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 규모 성장이 기업의 종합적 성과를 나타내는 TFP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

■기업규모별 성장통 구간 확인
- 매출액 약 200억 원, 1,000억 원, 2,000억 원, 5,000억 원
수준에서 각각의 성장변곡점을 확인
- 이상과 같은 성장변곡점을 경험하게 되는 대표 기업군으로 기술
석유화학 등(장치) 및 전기, 가스 등(유틸리티)을 매칭

■4가지 신기술 분야에서의 정책 대안 제시
- 인지컴퓨팅 : 연구개발, 인재양성, 기업간 협력, 제도, 공공수요
측면의 정책 제시
- 3D 프린팅 : 3D 프린팅 전략의 방향전환, 수요지향적 패키지형
기술개발, 초기시장 조성 지원, 관련 제도 정비 등
- 사물인터넷 :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시장의 활성화 정책, 기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제시
- 핀테크 : 혁신 촉진, 산업 육성, 규제 및 제도 개선 측면의 정책
제시

크게 ① 금융 지원, ② 혁신 지원, ③ 수출·글로벌화 지원,
④ 인력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의 R&D 인건비 지원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선순환
효과 창출
: 독일의 PKZ, ZF에서는 1980년대 초반 약 9년간 3만명 이상의
R&D 인력 고용 창출, 기술혁신 및 기업성장의 선순환 달성
- 혁신역량이 취약한 주체간 공동개발 확대
: 독일 IGF는 산학연 네트워크 지향적 기술개발 프로그램(50년
이상의 중장기 정책)으로, 경쟁 이전단계 연구를 공동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업종 전체가 공유
- 연구세금공제 제도의 혜택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등

정책 대안
■맞춤형 지원정책

벤처, 제약 및 전기전자·기계(부품), 금속, 소재 및 유통(패션),

정책 대안

■선진국(영국, 독일, 프랑스)의 중견기업군 대상 성장지원정책은

- 경영혁신 및 컨설팅 지원, 선후배 CEO 간 간담회 등 개최, 기술
경영 교육(기술 보호 및 IP 경영 등) 실시 등 경영체계화를 위한
CEO 교육 강화
- 벤처기업의 후속 제품개발 연계 지원, 전문기술분야별 채용 지원
(인건비 보조), 고위험 미래 신사업 개척을 위한 중대형 R&D 과제
확대 등 기술혁신 지원의 다양화
- 시장 개척 지원 : 해외시장정보 제공, 브랜드/마케팅 지원 등

■매출 구간별 연구 가설과 극복요인에 대한 기업별 사례조사
실시
- 매출액 규모 200억 원 & 기술 벤처 : “경영 체계화 및 혁신”으로
성장통 극복
- 매출액 규모 1,000억 원 & 제약, 전기전자·기계(부품) : “기술
개발”
- 매출액 규모 3,000억 원 & 금속, 소재, 유통(패션) : “해외 진출”

■정부정책의 효율화 제언
- 정책의 수요자 중심성 회복 : 패키지 방식의 현재 지원방식으로
부터, 수혜 기업이 총액 내에서 필요한 지원방식과 정도(금액)를
결정할 수 있는 gross 방식의 도입을 검토
- 변화관리, 위기관리 노력 등 기업 스스로의 혁신 노력과 병행
- 정책 집행 및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

- 매출액 규모 5,000억 원 & 석유화학 등(장치),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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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연구 목적

14

15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C&BD형 사업의 모색

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연구책임자 손수정

연구책임자 김승현

참여연구원 임채윤, 이정찬, 이아정

참여연구원 박찬수, 김만진

■기술사업화 갭(gap) 극복을 위한 국내 모델

연구 목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성과에 대한 기대

- 한국과학기술원과 생산기술원의 실용화 공동연구는 기술 인큐

■중저기술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제에서의 역할을 조명하며

- 공공 R&D를 통해 창출된 지식의 시장, 산업으로의 투입을 통한

베이팅을 위한 협력 모델임

경제적 성과창출은 공공연구기관이 수행하는 R&D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임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계’에 중점

- 본 연구에서는 중저기술 분류기준에 따라 국내 산업을 매칭하고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모델을 설계
- 제품의 고도화는 필요 기술 및 관련 재원의 확대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혁신재원간의 연계는 더욱 강조됨
- 혁신재원간 연계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추진
통합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 모델을 설계함

- 기술사업화가 직면하는 다양한 갭(gap)의 인식을 기반으로, 이들
갭(gap)을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어 옴
- 기술사업화 갭(gap)의 인지 및 완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중심의
연계 방안을 모색함

■기술사업화가 직면하는 갭(gap)의 이해
- 기술사업화는 기술, 인력, 자본, 제도 특히 인식에 있어서 갭이

혁신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량적, 정성적 분석틀을 제공

정책 대안

제시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국내 산업을 기술집약도 국제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중분류
단위에서는 HT(3개), MHT(5개), MLT(5개), LT(11개) 산업

- 통합 지식연계 플랫폼(가칭 K-CoP)을 구축하고, 관련 네트워크,

으로 구분됨

- 플랫폼 기반 C&BD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식재산 융합체 형성,
시장 중심의 기술완성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도입함

- 소분류단위에서는 HT(14개), MHT(19개), MLT(15개), LT(35개)
산업으로 구분됨
※ 고기술(High-Tech), 중고기술(Medium-High-Tech), 중저
기술(Medium-Low- Tech), 저기술(Low-Tech)

존재하며, 그로 인해 기술사업화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실현에 어려움이 존재함

■국내 중저기술산업 주요 통계 및 경영성과 분석
- 전체 중저기술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대부분의 중저기술산업은 영세업체 위주로 구성되었고 낮은

- 일본의 반도체 프로젝트 BEANS, 츠쿠바 이노베이션 아레나

부가가치 수준을 보이고 있음

관리 관점에서 접근함
- 벨기에 IMEC 연구소는 지식재산 공동활용 모델을 통해 기술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확대함
- 프랑스 CNRS의 PR2는 산업계로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

- 산업 생태계 분석 결과는 소품종 다량공급이 가능한 디자이너 패션
산업 육성을 통해 밸류체인을 건전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임

■혁신특성 심층분석 사례 2 : 완구 제조업
으로 변하였으며,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업체 수는 줄어드는 형태로
산업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 생태계 분석결과 유행의 흐름을 따라잡고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콘텐츠 및 캐릭터산업과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
- 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별도의 벤더가 중간에서 저가 완구를
	납품받는 구조로 되어있어 완구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정책 대안
■기술개발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생태계 중심의 산업정책으로의

■기술사업화 갭 극복을 위한 해외 모델
(TIAs), iPS아카데미아재팬(주) 등 기술사업화의 갭을 지식재산

필요함을 보임

- 과거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수입중심

■한국형 C&BD 모델 설계

웨어 기능을 구축함

중요했으며, 매출 중심의 전략보다는 영업이익 중심의 전략이

- 또한 개별 산업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국내 중저기술산업 현황

가이드라인 등 통합 플랫폼의 효율화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

주요 내용

성장동력화로 육성하기 위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해당 산업의 정량분석 결과 연구개발활동보다는 직원의 숙련도가

- 경영성과분석결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7개 항목에서
상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6개 항목 상회)
‘담배제조업’, ‘음료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가구제조업’, ‘인형, 장난감 및 오락
용품 제조업’등(5개 항목)의 경영성과가 제조업 평균을 상회

확장이 필요
- 생태계 중심으로 자생가능한 산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기술개발
지원 외의 다양한 정책수단 개발 필요

■세부 산업정책 제안 1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분야
- 디자인 R&D 지원을 통해 고품질 소량생산이 가능한 수요를 공급
하는 것이 필요(OEM 방식을 ODM 방식으로 전환)
- 유통마케팅이 가능한 쇼룸 지원 관리의 체계화

프로그램을 활용함
-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KT-BOX는 6개 대학의 컨소시엄을
통해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확대함

■혁신특성 심층분석 사례 1 : 의류 제조업

■세부 산업정책 제안 2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분야

- 의류제조업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로는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 완구제조업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차지하는 산업이나, 영세업체와 가족생계형 업체가 대부분을

- 규제 위주의 완구산업정책을 개선하고 ‘스마트토이’ 관련 IT

차지하며 종사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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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연구 목적

16

17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 정책 연계방안

과학기술인력의 정년에 대한 이슈와 정책방안

연구책임자 홍성민

연구책임자 엄미정

참여연구원 조가원, 김소영, 김 미, 손경현

참여연구원 정성철, 이원경, 성경모

■이공계인력양성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 목적

■출연(연) 고령연구자의 인사관리/경력개발 변화

■ 교육과 연구 활동의 접점인 대학(원) 연구실(lab)을 중심으로

- 2015년 기준으로 전체 R&D사업의 약 6.9%에 해당하는 1조

■본 연구는 정년연장법을 계기로 출연(연) 내의 정년관련 이슈를

-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신규 채용인력을 가능한 젊은 연구자로

분석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개발의 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언
- 과학기술인력정책은 교육이나 연구개발(R&D) 정책과 분리되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통합적(holistic) 정책이므로,
정책적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

3천억 원을 대부분 4년제 대학(원) 지원에 투자
- 대학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 등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사용됨
으로써 복잡성만 증대
- 기업 등 실제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보다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내는데 더 집중

노동정책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함
- 그동안 출연(연) 관련하여 정년연장 역시 주요한 의제였으나 사기
진작 및 고급연구자의 활용 관점에서 논의되었고, 인력의 경력 및
조직 구성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음

■노동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정년제도 및 장•노년

주요 내용

정책 대안

활용 논의를 과학기술계 내에 적용하여 출연(연) 내 정년 및

■정부 재정지원이 교육 활동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지원사업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 기본 지원에 초점

고령화 관련한 포괄적 이슈를 도출

- 박사학위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이공계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하고, 이를
「2012 박사인력활동조사」와 연결하여 분석
-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학위 과정 중 ‘국가연구개발사업’과
‘BK21’ 등 인건비 수혜에 크게 의존한 반면, 해외 박사학위 취득
자는 ‘장학금’과 ‘조교활동’에 의존
- 이로 인해 해외 박사학위자와 비교할 경우, 학위 논문작성 등
핵심적인 교육부분에 상대적으로 덜 집중
- 해외 학위 취득자가 국내 학위 취득자보다 학위과정 대부분의
경험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의 연계가 잘 이루어졌었다고 평가

■연구와 교육 연계에 대한 선진 사례 분석 결과, 금전적 부담의
해소와 학생들의자발적인연구활동참여보장,기업등산업수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을 통한 교육과 역량향상 등의
특징이 두드러짐
- (미국) 교육정책에서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의
완전한 해소를 추진하면서, 자발적인 연구활동 및 연구실(lab)
선택 기회 보장 등 부각
- (독일)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주니어 연구자를 육성하는
	주체로 역할하며,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개발활동 참여는
연구자로서의 자발적 참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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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교육비 지원사업으로의 BK21 플러스 사업 개편
- BK21 플러스 사업 중간평가 이후 포뮬러펀딩 방식의 재정지원
사업 추진

■대학원생 참여 연구개발사업은 실용적인 성과 위주로 개편
- 인력수요가 부족한 과제에 대해서는 대학원생 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제한

- 고령화로 인해 고직급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활용의 문제
및 저성과자 출현
- 출연(연) 내에 조직 내에서 중소기업 지원업무, 멘토 등의 일부

- 출연(연) 조직의 특수 이슈 인 인력구조 건전성 : 연구인력이
초기에 이직하는 것을 제외하면 정년까지 유동성이 높지 않고
조직의 고령화로 연구팀 생산성의 한계 지적
- 정년연장법과 박사학위 매력도 저하 문제 : 일반직무의 정년연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교육과정의 강화

으로 연구인력의 직업과의 정년 격차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에

- 이공계대학원 교육체계의 개편 : 초기 이론학습 위주, 후기

진입하는 박사학위 노동시장의 매력도가 낮아지는 우려

프로젝트기반 교육
- ‘(가칭) 연구자역량 프레임워크’ 등 체계적인 역량모형에 기초한
교육체계 추진

■출연(연) 연구자의 적정 정년 : 연령-생산성 관점
결과, 출연(연)의 생산성 피크 시점이 보다 낮으나 이는 출연(연)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국가연구개발 관련 정보

설정 정년이 낮은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 존재

- ‘ (가칭)과학기술인력 데이터분석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책
플랫폼 구축

연구자들이 사기저하 우려

- 사기진작, 연구환경 안정화를 벗어나 출연(연)의 생산성 제고 및
미션 수행에 부합하는 우수인력의 유치, 활용의 관점에서 정년과
고령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대책방안 논의 필요

■출연(연) 인사관리 개선
- 직급별 체계 개편 : 고령화가 고직급화로 그대로 이어져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직급체계 및 승급
평가에 대한 개선 필요
- 테뉴어제도 : 현재 계약제 형태를 두고 우수연구원 제도를 통한
정년연장은 정년설정에 따른 고경력 연구자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므로, 테뉴어 제도의 근원적 변화 필요
- 경력동기 부여 : 고령자에 대한 경력동기 부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환경조성 필요

- 과학분야에서 대학 및 출연(연) 연령별 생산성 관계를 실증분석한

■정책 기획 및 성과 분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시스템의 인력 중심 개편

별도의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이 없으며, 내부에서 인식 등으로

■출연(연) 정년제도 개선 및 고령화 대응 종합방안 수립

문제

기본시스템화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업무로 배치하나 새로운 업무로 배치시

■출연(연) 정년제도의 이슈

직무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배치된 고경력 인력의 사기저하가

- 중장기적으로는 인건비 보장과 더불어 대학 연구개발활동의

확보의 어려움 지적
- 퇴직 전후 고령연구자는 기존 수행하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거나

정책 대안

- 대학원생 중심 산학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 추진

제도 마련

아니라 연구수행 부담이 증가하여 본인의 연구 수행을 위한 시간

주요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관리 강화 및 연구원 고용체제 구축
-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실제 참여자 관리 및 학생연구원 고용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
- 고령화로 인해 신진연구자는 행정업무의 부담이 증가할 뿐만

- 낮은 정년 설정은 연구자들의 후반기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미치며, 정년을 연장할 경우 생산성 피크 시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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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연구 목적

18

19

UN의 Post-2015 개발의제와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방안

유라시아 지역 STI 국제협력 전략

연구책임자 이우성

연구책임자 이춘근, 이명진

참여연구원 이명진, 장용석, 정도채, 성경모, 박선희, 김성아, 김보현, 정유성, 윤성빈, 김아람

참여연구원 최유나

정책 대안

■본 연구는 UN Post-2015 개발협력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대부분의 목표 및 타깃은 과학기술적 요소를 포함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변화 속에서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은 SDGs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가 그동안 취약해 왔던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을 확대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7대 SDGs목표에 대응

연구 목적
■유라시아 지역 내 과학기술, ICT 협력방안 도출
- “창조의 대륙”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지역 STI 협력에 대한 방법론과
공간적 범위를 확립

정책 대안
■구 사회주의 과학기술협력체 특성 활용
- 과도기 특성과 주력산업 변화에 대응
- 새로운 지역협력체 부상과 대형 협력프로젝트에 편승

- 북한 참여 유도방안 도출

- 네트워크 외교전략 활용

- 글로벌 포용적 혁신을 위한 협력전략

주요 내용

■북한 참여 유도

대해규명하고,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 경제개발 경험과 최근의

-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협력전략

- 북한의 최근 개혁동향과 당면과제 활용

- 개도국 과학기술의 ODA의 중간조정자 협력전략

■서론 및 이론적 근거

과학 기술 공적개발원조(ODA) 및 적정기술 협력확대를 개발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하는 협력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안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연구 목적

-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어젠다에 있어서 과학기술혁신 역할에

협력 의제 제시

- 서론
- 이론적 근거 : 네트워크 외교전략

주요 내용

■유라시아의 공간적 범위와 STI 협력 특성

■글로벌 여론네트워크 분석, 과학기술계 인식 동향 파악

- 유라시아 지역의 공간적 범위

- 개방형 혁신포럼 참여 유도와 국제화 지원
- 과학기술협력기금 조성 및 연구기관 간 협력체 설립

- 유라시아 지역의 과학기술협력 특성

■OECD 혁신 정책 동향 분석 등을 통한 글로벌 사회의 정책

- 러시아의 혁신경제와 중국의 자주혁신

동향 분석
■유라시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체와 대형 프로젝트
■Post-2015 및 SDGs 논의 동향

- 유라시아 지역 내 다자간 협력체
- 유라시아 지역의 대형 협력 프로젝트

■국제기구 동향분석을 바탕으로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 한국의 대 유라시아 STI 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기회와 위협요인 파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STI 협력 추진방안
■글로벌 과학기술 ODA 흐름 분석
■SDGs 분야별 과학기술 역량 분석
■국제기구 관련 우리나라의 사업 현황 분석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의 강점 및 약점 파악

- 협력 목표와 방향
- 주요 협력과제
- 네트워크 외교 전략과 유라시아 STI 협력

■유라시아 STI 협력에 대한 북한 참여 유도방안
- 북한의 대 유라시아 협력 동향과 시사점
- 북한 참여 유도방안과 추진과제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과학기술정책의 SWOT분석을
수행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하는 과학기술 국제정책을 모색
하고 협력전략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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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5차년도)
-바이오 연구 인프라의 관리·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이춘근

연구책임자 신은정

참여연구원 김종선, 박은혜, 남달리

참여연구원 이명화, 이주량, 정기철, 정미애, 김선지

정책 대안

연구 목적

정책 대안

■남북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도출

■통일 직후의 단기 통합방안

■바이오경제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 정비를 통해 양질의

■바이오연구 활성화를 위한 BRC 정책 과제

- 분단 70주년을 회고하면서 북한의 과학기술혁신체제 발전특성을

- 국방분야 비상조치, 북한 혁신체제 전면조사, 과학기술 행정 및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정책과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 남북한

연구, 인력양성체제 통합

- 바이오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연구시설장비뿐만 아니라 생물자원과

■중장기 혁신체제 통합방안

	은행(Biological Resource Center, BRC)의 인프라적 기능이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을 수립
- (혁신체제 통합) 통일 이후의 과학기술혁신체제 통합과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 (과학기술협력)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방향 도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일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
생명정보의 확보와 활용이 중요하며, 이를 제공하는 생물자원

- 남북격차 해소, 지식공유, 국가과학기술계획 개편, 청년인력
양성과 국제화, 특화산업 육성

재조명받고 있음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연구 목적

- 국가적 종합 전략 수립 및 조정 메커니즘 확립
- “가치” 중심 관리로 전환
- “이용자” 중심 관리로 전환
- BRC 관리의 과학화 및 전문화
- 재정적 지속가능성 강화

- 다만 국내외적으로 생물자원은행(BRC)이 증가해왔으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이 있었는지에 관한 종합 진단이 필요한

주요 내용
■서론 및 이론적 근거
■분단 70주년 회고 : 북한의 국가혁신체제와 특성
- 국가혁신체제의 태동과 발전
- 1990년대 말의 국가혁신체제 전환
- 응용분야의 기업 혁신활동 증가

■북한 과학기술정보 수집 강화

시점임

- 국가과학기술계획, 국가과학원, 국방(핵, 미사일), 대학연구,
분야별 연구성과

■본 연구는 BRC의 연구 인프라적 기능에 주목하여 국내 BRC의
관리 및 활용 실태를 종합 진단하고 향후 바이오연구 활성화를

■효과적인 혁신체제 통합을 지향하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추진

위한 BRC 정책 과제를 제시함

-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계획 수정 및 보완, 북한실정 반영,
협력창구 개설

주요 내용
■바이오 연구 인프라에 관한 이론 연구

■남북한 혁신체제 연계성 및 강화방안
- 최근의 북한 혁신체제 변화와 특성
- 한국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특성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확충
- 과학기술연구회 확충, 동북아 해외동포 과학자 및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교류

- 바이오 연구 인프라와 BRC의 개념
- 혁신시스템적 관점에서 BRC의 연구 인프라적 기능 재조명
- BRC 종합 진단을 위한 분석틀 도출

- 남북한 혁신체제 연계성과 강화방안

■국내 BRC 구축, 관리, 이용 실태 조사
■외국사례 분석 : 동서독 과학기술체제 통합과 시사점
- 동독의 과학기술체제
- 통일 이후 동독 과학기술체제의 전환

- 국내 BRC 관련 법제도 형성 과정 및 관리기관 설립 과정
- 주요 BRC 운영 사례 및 관리 이슈
- 국내 바이오연구자 대상 BRC 이용 실태

- 평가 및 시사점

■국내 BRC 관리 및 이용 실태 종합 진단
■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 통합 방향과 체계적인 통일 준비
- 통일 직후의 혁신체제 통합방안
- 중장기 혁신체제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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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C의 국가 전략적 측면 진단
- BRC의 사회적 정당성 진단
- BRC의 기능적 효율성 진단
- BRC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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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
(1차년도)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책임자 송위진

연구책임자 서지영

참여연구원 성지은, 김종선, 장영배, 정서화, 박인용

참여연구원 박정임, 박현정

정책 대안

연구 목적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에너지·환경문제, 양극화에 대응

■전환을 지향하는 「지역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추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 종합계획(2012)」 후속조치

· 기술시스템 전환(socio-technical transition)을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의 연계 및 전환
프로젝트 추진

새로운 관점을 요구
-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사항 제안

- 종합계획에서 연구실 안전관리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하기 위해서는 대증적인 접근을 넘어 ‘시스템 혁신’을 필요로 함
- 이를 위해서는 대증적·단기적 접근을 넘어 장기적 시야에서 사회

■지표적용방안 및 지표적용시 함께 병행되어야 할 제도개선

의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경영 차원에서의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정책 대안

안전관리 성과를 기관평가에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 제기

■평가지표 개선 및 제시

- 기관평가와 연동될 수 있는 안전관리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ICT 공공·융합 프로그램 운영

-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안전관리 항목을 도출

기초연구 수행

(sustainability transition)’을 위한 전략과 방법론 연구

■기관 차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전환랩’ 구축·운영

■안전관리 평가지표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실태조사를

- 안전관리 성과에 따른 예산지원 차등 적용

주요 내용

바탕으로 현황분석을 시도하여, 각 연구기관들의 안전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및 평가 시, 안전관리 성과를 반영하여

■제2장에서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의 기본 관점을 정리하고

수행행태(behavior)가 갖는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평가지표로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있는 연구개발문화 정착 및 국가연구개발

활용될 수 있는 항목을 발굴

사업의 안정적 성과창출에 기여

그것이 혁신정책에 갖는 의미를 살펴봄
■제3장에서는 도시전환 사례를 다룸

주요 내용

-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에너지 문제를 전환관리의 관점에서

■주요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에 대한 리뷰

접근하는 프로젝트를 검토
- 유럽의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MUSIC 프로젝트를
정리하면서 도시전환 과정에서 나타는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다룸

■제4장에서는 전환형 리빙랩 즉 전환랩(transition lab)의
사례를 다룸
- 리빙랩은 사용자와 연구자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

■제5장에서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검토
- 디지털 사회혁신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사회를 조직화
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활동

■제6장에서는 시스템 전환론에 입각한 혁신정책 방안을 검토
- 도시전환·리빙랩 사례와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본 ‘지역혁신정책’, ‘디지털 융합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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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 종합계획
- 최근 도입된 안전관리 제도 : 인증제, 사전유해인자분석 등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최근 정책이슈
-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의 필요성

■평가 프레임 도출을 위한 안전관리 구성요소 도출
- 전주기 관점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구성요소

■안전관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항목 도출
- 안전관리에서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주요사항 도출
- 각 항목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분석 :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실태조사결과 활용
- 연구실 안전관리 구조적 요인에 따른 안전관리 행태 분석
·연구활동종사자 규모, 연구비 규모, 기관 유형(대학의 경우에
한함. 일반대/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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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24

25

우리나라의 과학기술·ICT 외교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국가연구개발 정성평가 현황과 발전방향

연구책임자 이우성

연구책임자 조현대

참여연구원 이명진, 장용석, 박선희, 정유성, 윤성빈, 김아람

참여연구원 서지영, 김명관, 최태진, 정윤성, 이영훈

정책 대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ICT 활용한 외교활동을

■우리나라 외교전반의 기본방향이 불확실·불투명한 실정이며,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있어 질적 우수

수년간(독일의 경우 10년 이상) 해당 분야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과학기술·ICT 외교전반의 기본방향 역시 불확실·불투명한

성과 중심의 정성평가 안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제도 개선

네트워크를 쌓고, 해당 분야 연구동향을 파악할 능력이 있는

제시를 목적으로 함

실정으로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방향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지 식이전과 역량제고에 대한 개도국의 ODA사업 수요
증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서 과학기술의 역량
구축을 통한 추격형 경제발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지고 있음

- 정부는 제3차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정부 R&D 혁신방안 등 R&D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 전반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네트워크
외교전략’을 기반으로한 4가지 정책전략 제언

	전문가들로 구성(평소 정성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 풀
구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정책들을 통하여 ‘전문가 정성평가’를 주요 과제로 강조
- 이와 같이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대한

정책 대안

- 과학기술·ICT 거버넌스 기본방향 : 네트워크 외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평가

■정성평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필요

- 과학기술 ICT 외교 총괄 종합 조정 기능 강화

시스템을 분석하여 정성평가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 질적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들에게 평가대상

과학기술·ICT의 외교적 측면의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지

- 과학기술 ICT와 외교 간의 연계 및 상호작용 강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못하면서 뚜렷한 추진주체와 협력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 글로벌 과학기술 ICT 네트워크 강화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외교활동은 미흡한 수준이며

상황임
-이
 러한 과학기술·ICT 외교의 범부처와 민간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

주요 내용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주요 내용
■연구개발 평가 관련 문헌 고찰 및 최근 관련 정책동향 분석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미래창조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발전방안 등 관련 정책들에서 양적지표를 지양하고 질적
지표 사용 확대, 전문가 판단에 따른 정성평가 중심의 과제평가
실시 등 정성평가를 강조하고 있음

■국내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사례(기초·원천연구사업 산업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위스)의 과학기술외교
거버넌스 현황

기술개발사업) 심층 분석
- 미래부의 기초·원천연구사업의 경우 평가 전 과정에 있어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동료평가, 암행평가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

통해 정성적 평가를 일부 병행
- 산업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정량적 평가항목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과제들에 대한 질적 사전 검토 결과, 현장 중심의 실시간 체계적인
질적 평가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이 필수적
- 이런 부분들은 다른 본업을 가지고 있는 평가위원들이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해야 함

■정성평가 전문가・관리자 양성 및 활용 필요
- 정성평가의 경우 정량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성이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질이 높은 합당한 평가자를 확보·활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평가자 선정방식 개선, 교육을 통한 평가
	자의 자질·능력 높은 정성평가자 육성, 선별, 그리고 평가과정과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주관오피서(officer)와 PD 등
	책임관리자의 역할·권한·책임의 확대, 기술사업화의 정성평가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자문관을 육성, 적용해야 함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외교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

■해외 평가사례(미국, 영국, EU, 독일 등) 분석

■양에서 질로의 평가방식・관행 개선

-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의 경우 우리나라가 주로 하고 있는

- 기존 양 중심의 평가에서 질 중심 평가로의 평가방식·관행 개선을

정량적인 100점 만점 평가방식이 아닌, 평가위원들에게 평가

위해 정성평가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평가기간 및 시간 제공, 적정

	지표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정성적인 평가의견을 충분히 제시토록
하고 있음
- 또한 평가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평가대상 과제들에 대해서

평가비 투입이 우선적으로 필요
- 또한 현행 100점 만점의 평가표 등 평가양식을 전면적으로 검토
하여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수정

사전 검토, 개별적인 온라인 평가, 총괄적 평가 등 여러단계의
전문적인 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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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독일의 경우, 연구과제 평가심사 진행은 해당 분야에서

연구 목적

26

27

산업수학 활성화를 위한
국내 산업수학 생태계 분석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 국내외 지역 공공연구 조직 분포 및 현황 조사연구

연구책임자 박기범

연구책임자 박동배

참여연구원 임하나, 김창환, 우영호, 송창용

참여연구원 홍사균, 이주량, 심성철, 정선화, 서용석

■국내 산업수학 기업 생태계

연구 목적

정책 대안

■산업수학과 관련된 학계와 산업계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

- 국내에서의 산업수학 관련 기업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단계로,

■지역에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분원 등 다수의 공공연구기관이

■지역 공공기관 유형별 기능과 역할 불명확

수립의 기반으로서, 현재의 학계-산업계 간극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학계에 대해서는 국내 대학 수학 관련학과의 변화 추이, 대학
수행 R&D 과제의 특성, 신규 박사학위자의 진로를 분석하고,
산업계에 대해서는 수학 관련 벤처·스타트업 기업 인터뷰를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적 지식과 인재의 요구 수준을 진단

대학과의 협력 연구, 수학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지 않은 것
으로 진단됨
- 수학 지식을 적용한 혁신 사례들은 아직 국내에서는 가능성만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며, 고급 수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도
수학 지식에 특화된 전문인력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선호

- 진단 결과와 학계-산업계 매개를 위한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산업수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

주요 내용
■국내 산업수학 생태계
- 2000~2015년 동안 수학 관련학과가 이공계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
- 2000년대 이후 우리 대학이 취업률을 기준으로 구조 개편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불리한 지방 소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수학 관련학과가 빠르게 축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수학 분야 과제의 특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수학 분야 과제는 2002~2014년 동안
비중과 금액이 2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자연과학 분야
내에서도 소규모로 절대 다수는 대학에서 수행
- 연구개발단계로는 기초연구가 95% 이상을 차지하여 타 자연과학
분야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산학연 협력연구나
타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매우 미미

■수학 분야 신규 박사학위자의 진로
- 수학 분야 신규 박사학위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자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가운데, 진학 목적에서 순수 연구자 지향성을 보다
띠고 있음
-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졸업 후의 취업기관 유형으로,
학업전념 수학전공자의 무려 88%가 기업과 공공연구소에 집중

산재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분석이 없고 방향성조차 없는 실정임
- 공공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 활성화 방안을 제안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조사연구

연구 목적

- (개선방향) R&D에서 사업화 영역별 기능과 역할을 구분
- (제도개선) 출연(연), 전문생산(연), 국립(연) 역할 정립

- 공공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중복기능 조정 등 발전
방안 모색

■지역 산업 수요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함
- (개선방향)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적 혁신체제 구축

주요 내용

- (제도개선) 포괄보조금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조사

정책 대안

- 지역 공공연구조직 DB 구축

■학계의 과제

-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

- 지방-사립-소형 대학에서는 학부에서 수학을 배운 학생이 인접

-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현황 분석

- (제도개선) 분원의 부설기관화

■NTIS에 등록된 2013년 기준 국가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59조

■지역의 혁신주도 유형별 차별화 미흡

■기관간 연계 협력 부재
- (개선방향) 기관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연구원 인센티브 제공

지식과 기술을 함께 습득할 경우 사회에서의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의 커리큘럼을 보다 수요지향적으로 개선
하는 노력이 필요
- 수학 박사학위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순수 기초수학뿐 아니라 응용수학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R&D에서 산업계 문제 해결에 특화된 사업의 신설

3,009억 원으로 국가 GDP 대비 비중은 4.15%
- 국가 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총 16조 9,139억 원
- 대학을 제외한 공공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과 출연(연)이

- 국내 현실상 당장은 무리이며, 수학의 무한한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성공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시급
- 산업계-학계 공동세미나를 통해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생
인턴십이나 모델링 캠프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문제를 대학에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

■매개조직의 역할
- 국내 관련 산업계의 성숙도, 산업수학 관련 기관의 역량 등을

- (제도개선) 기업주도형, 대학주도형, 연구소주도형으로 구분 틈새
영역 지원

7조 8,121억 원(46.2%)을 사용

또는 응용수학 과제의 확대가 필요

■산업계의 과제

- (개선방향) 혁신주도 유형별 차별화

■연구기관의 난립
■지역 공공연구조직(913개)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정부출연
연구소가 분원 포함 99개(10.8%),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31개

- (개선방향) 인위적인 개편보다는 자발적인 변화 유도
- (제도개선) 사업구조 개편

(3.4%), 공공연구기관이 477개(52.2%), 지원기관이 56개
(6.1%), 기타공공기관이 250개(27.4%)로 조사
- 출연연구기관은 총 99개 기관으로 본원이 27개, 분원이 72개로
조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 (개선방향) 지역주도의 R&D 추진
- (제도개선)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지역 기술혁신 활성화

- 27개 출연(연) 가운데 분원이 있는 기관은 총 23개, 한국생산
기술연구원의 분원이 12개로 가장 많음

고려할 때, 산업수학 전문 연구기관보다는 매개기관형 거점의
육성이 효율적
- 대학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네트워크 활동과 기업의 수요를 발굴
하여 학계에 전달하는 코디네이션 기능을 강화

되어 사회진출 경로가 다양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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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글로벌 이슈 조사연구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전략

연구책임자 성지은

연구책임자 이정찬

참여연구원 송위진, 장영배, 박인용, 서세욱, 정병걸, 박희제

참여연구원 송위진, 채윤식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 목적

■사회문제 해결이 새로운 혁신정책 패러다임으로 등장

- 일본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과학

■기존 노후 산업단지 이하(노후산단) 재생의 틀을 확장하여 해당

- 저성장과 경제침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등장
- 기존 혁신정책과 거버넌스의 대안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정책이 추진

기술혁신정책을 인식하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
- 국내에서도 사회의 다양한 니즈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개발체계
구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강화를 통해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도를 높여야 함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거버넌스 변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슈를 조사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적 대응을
모색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특징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거버
넌스 구조와 운영 방향을 탐색
-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글로벌

- 책임있는 연구ㆍ혁신(RRI)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달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성, 시민참여를 강조
- RRI의 체계화ㆍ구체화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프로그램 제시
- 연구활동의 사회적 영향, 참여를 통한 신뢰성 확보에 관한 시사점
제시

사례와 과정 조사 분석 필요

구축하여 원도심을 재생하고 창조도시로의 전환 추구

도시 또는 지역의 재생과 혁신, 창조도시로의 전환을 모색
하는 것이 목적
- 우리나라 노후산단 재생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노후산단의 창조도시 전환 성공 예를 심층 분석하여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ㆍ혁신

- (원도심) 노후산단이 주로 근접해 있는 원도심에 창조산업 기반을

정책 대안
■생태산업단지 및 생태도시로의 전환
- 폐자원 및 부생자원을 활용하여 생태산업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에너지로 활용해 생태도시로의 전환 추구

- 도시재생과 연계된 노후산단 재생 전략을 도출한 후 인천을
대상으로 적용

■역사ㆍ문화산업 창출
- 역사가 오래된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근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주요 내용

지역 문화재와 연계하여 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 창출

■현 노후산단 재생정책은 도시 재생, 더 나아가 창조산업 창출 및
창조도시로의 전환 추구 측면이 결핍

■원도심을 중심으로 창조도시 전환

- 국토부의 재생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 부처합동의 리모델링

- 노후산단의 산업유산, 지역의 역사유산을 원도심의 도시문화

정책 대안

사업 등은 재생 범위가 대체적으로 노후산단 그 자체에만 한정되는

유산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창출하고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요 내용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거버넌스 구성

경향이 있어 해당 지역으로의 구체적인 파급효과 여부는 불투명

원도심의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특성과 국내 사례

-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효과적인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정책의 특성은 사회문제가 사회와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며, 공통적
으로 현재 R&D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 중

참여가 필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확장과 체계화
- 정 부 연구개발사업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강화하고
초제학적 연구 추진 필요

■유럽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동향과 과제

■공공연구부문의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

- 유럽은 EU 차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 출연연구기관의 사회문제 해결 사업 확대는 성과창출 및 기관

각 국가에서도 사회문제 해결을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
- 공통적으로 사회적 수요나 요구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설계하였
으나, 경제성장과 분리하여 논의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점진적 변화를 추구
- 국내에서도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
하며, 특히 사회적 관계와 협력이 필요함

정체성 재정립에 기여

■융합형 산업혁신체계 구축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경제성 확보와 산업혁신과의 연계 강화

■시민사회 참여 및 지역 혁신의 확장
- 연구자들이 시민사회 학습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체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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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산단 재생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단 소재 지역의 재생과
연계하여 창조산업 창출, 창조도시로의 전환이 필요

■해외 노후산단 재생 성공 사례 심층 분석
- 분석대상 : (영국) 트래포드 파크, 게이츠 헤드, (스페인) 포블레
노우, (스위스) 취리히 웨스트, (독일) 도르트문트 피닉스 지구,
(일본) 오타구, (스페인) 빌바오
- 기본적인 개발정비와 함께 해당 지역의 환경, 기업네트워크, 역사ㆍ
	문화, 서비스, 홍보와 연계된 총체적인 도시재생을 추구하여 창조
산업 창출과 전환에 성공

■도시재생 연계 노후산단 재생 전략 방향
- (에너지ㆍ환경) 산단의 부생자원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새로운
생태산업 창출
- (문화산업ㆍ창조산업) 산단에 위치한 근대산업유산을 발굴하여
지역의 역사 및 도시유산과 연계한 문화ㆍ관광사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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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30

31

2015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2015년 기술혁신 성과지표분석 및 DB 구축사업

연구책임자 김기국

연구책임자 배용호

참여연구원 강희종, 김태양, 조은선, 박정훈

참여연구원 김석현, 정현주

■생태계 성격별 역량 분석 결과

연구 목적

■생태계 모형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혁신활동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 건강성(현재 역량) : 1위 미국, 2위 핀란드, 3위 스위스

■본연구는기업의연구개발투자와성과,고성장기업의혁신특성을

이를 통해 38개국을 대상으로 관련 지표를 조사함으로써
국가별 순위를 도출, 비교, 평가함
-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 혁신활동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혁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함

(한국 21위)
- 다양성(지속가능 역량) :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한국 16위)
- 역동성(발전가능 역량) : 1위 룩셈부르크, 2위 중국, 3위 브라질
(한국 10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특허 동향, 경영
성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고성장기업과 여타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고성장기업의 정량적
특징을 분석하고 아울러 설문조사에 기반한 정성적 특징을 도출
하여 시사점을 파악함

주요 내용
■생태계 모형 기반 지표체계
- 생태계 모형은 크게 5개의 구성 요소(주체, 활동, 환경, 시장, 조정),
3개의 성격별 요소(건강성, 다양성, 역동성)를 기반으로 설계
- 총 86개의 세부 지표 및 38개 국의 9년간(2006~2014) 데이터로
구성

■종합 혁신역량 분석 결과

머물러 있고, 향후 전반적 혁신역량의 하락 가능성이 우려됨
- 산업 및 기술의 종류는 다양해졌으나, 그 성과는 일부에 편중
- 향후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혁신활동 부족

정책 대안

(GII)는 1위 미국, 2위 스위스, 3위 독일, 4위 중국(한국 18위)

■생태계 구성 요소별 역량 분석 결과

■혁신을 위한 조달환경 개선
■시장 경쟁력 제고
■정부 조정 역량 강화

역동성을 평가한 환경 역량은 1위 싱가폴, 2위 핀란드, 3위 미국
(한국 16위)
- 시장 규모와 시장 특성의 건강성과 함께 시장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평가한 시장 역량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스위스(한국 13위)
- 정부지원의 건강성과 함께 조정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평가한 조정
역량은 1위 싱가폴, 2위 핀란드, 3위 스웨덴(한국 2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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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확대

고성장이 강하며 최근 그 정도가 심해짐
· 기업전략을 보면 전문화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고성장이
강하게 나타남
· 기술개발은 자체 개발이 많으며 혁신수준이 높은 기업들에서
고성장이 나타남
- 특정년도에 고성장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이후 연도가 경과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 고성장이 일시적이지 않음을 보여줌

정책 대안

1.7조 원이 증가했으나 그 증가율은 4.8%로서 최근 4년 증가율

■2015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중 가장 낮음

- 연구개발투자는 현재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 한국 특허출원과 미국 특허등록에서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기업 혁신활동 활성화

캐나다(한국 26위)
- 인력 조달, 기술 조달, 자금 조달의 건강성과 함께 환경의 다양성과

- 2014년도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36.9조 원으로 전년 대비

· 주요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 IT/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감

- 혁신 유형, 혁신 과정, 혁신 성과의 건강성과 함께 활동의 다양성,
역동성을 평가한 활동 역량은 1위 룩셈부르크, 2위 스위스, 3위

■2015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있으나 증가율이 낮으며, 특히 종업원당 특허는 2010년을 정점

- 대학, 정부 연구기관, 기업의 건강성, 다양성, 역동성 역량을 평가한
주체 역량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독일(한국 10위)

주요 내용

■주체 역량 하락 방지

- 종합적인 국별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평가한 글로벌 혁신 종합지수

· 주력시장이 국내이며, 고객이 소비자보다는 기업인 기업들에서

	하면서 성장률이 감소하지만, 선정되지 않은 기업들과 비교하는 경우

■한국 혁신역량 진단 결과
- 양적 규모에서는 상위권에 진입했으나 질적 수준은 아직 하위권에

- 고성장기업의 정성적 특징

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소하는 반면 화학/비금속, 금속/기계장비, 자동차/조선/수송
장비산업은 최근 수년간 상승세를 보임
- 최근 증가율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매출은 2014년 전년보다

둔화되고 있어서 향후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세 유지가 계속될지 우려되는 상황
- 특허의 경우 이전 전기전자, IT/비즈니스서비스 등에 특화되던
미국특허등록이 화학/비금속, 금속/기계장비, 자동차/조선/수송
장비산업들로 다양화되고 있음
- 연구개발투자와 특허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측면에서

낮아졌으며, 영업이익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이는 투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불안

· 기업규모별 매출과 영업이익 동향도 전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요인으로 작용

■2015년 고성장 기업의 특성과 성장궤적
■2015년 고성장 기업의 특성과 성장궤적
- 고성장기업의 일반적 특징(정량적 측면)
· 기업규모 : 고용기준으로 50~500명 이하, 매출기준으로
500~4,000억 원 이하의 기업
· 업력 : 20년 미만이지만 최근 10년 미만 기업들의 고성장세가
약화
· 산업 : 대체적으로 화학/비금속, 금속/장비기계, 전기전자, IT/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3% 이상인 기업에서 고성장이 활발

- 최근 저업력 기업의 고성장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환경
조건의 악화로 인해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투자가 고성장으로 이어
지는 정도가 약해지고 있음
- 전기전자산업에 필적하게 고성장을 구현한 산업은 화학/비금속
산업과 기계장비산업이며, 세계적인 혁신수준을 보인 기업들의
성장 지속성이 높음
- 고성장기업의 선정 이후 성장률 추이를 볼 때 수출, 영업이익률,
연구개발집약도와 같은 기업의 역량이나 질적 수준이 갖춰지는
경우 고성장의 지속성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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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32

33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Ⅶ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사업(Ⅵ)

연구책임자 박병원
참여연구원 서지영, 이성호, 홍성주, 박성원, 이상엽, 정미애, 박진희, 박현정, 조규진, 김은희,

연구책임자 임채윤

			

참여연구원 박찬수, 손수정, 정기철, 이아정, 조주영

이의진, 홍창의, 강홍렬, 전찬미, 박상욱, 최형섭, 강애진, 진설아, 황윤하, 송민, 이기헌

■우리나라가 당면할 미래사회의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안 발굴
- 기존의 미래연구(future studies)를 넘어서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실행 가능한 전략적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한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ing)을 이용한 신기술과
지식 확산 연구
- 행위자기반모형의 이론적 특성과 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연구
방법의 특성을 이해하고, 행위자기반모형이 왜 신기술과 과학지식
확산 연구에 적합한지를 조사

전방위적(full-fledged foresight) 미래연구 수행
- 과학기술 발전이 미래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상호관계(sociotechnical system)에 체계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

■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 위험과 기술위험, 이머징 기술위험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고찰

정책 대안
■사회변화와 전략적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해석 및 확산 강화
정기적 모니터링 강화

■스마트컴퓨팅과 사용자행태 간의 상호작용의 미래 변화전망

관리 필요

- 신경·뇌과학 등 자연과학적 접근, 인공지능 등 공학적 접근, 인문ㆍ
	사회과학적 접근 등 인지과학의 3대 영역을 포괄하는 총체적
ㆍ융합적 접근 시도

■혁신 전망 방법론 개발 및 적용(2차년도)
-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활용될 혁신전망 방법론 설계
- 개발한 방법론을 통한 혁신전망 시범 테스트 및 정책 의제 도출

차원의조사·분석을추진함으로써국내중소기업기술혁신및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창업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와

지원활동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새로운 개선점을 찾기 위해

건전한 생태환경이 작동할 것으로 생각됨

추진됨

■미래기술 발전의 전개에 대한 이론 및 모델링
- 스마트컴퓨팅 등 신기술확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위험 및 기획 포착

-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R&D 지원은 기초·응용·개발 연구가

- 정 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아닌 제품기반 연구에 국한하고 있으며, Phase Ⅰ의 경우

	각 국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공

15~20%만이 선정, Phase Ⅱ는 30~40% 선정
-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단독수행, 협력연구 등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약 10%가 지속적인

주요 내용
- 중소기업(250인 기준)의 연구개발투자 총액은 미국, 한국, 독일,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R&D를 수행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국세·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으며, 기술혁신 활동 강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정책 대안

* 중소기업 연구개발투자 중 정부 지원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성 재정립 필요

■만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연구 심화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독일과 유사한 수준

- 과학기술혁신 이슈의 경우 요소적 접근은 기존 문제를 더 악화

으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시키므로, 시스템 차원의 분석과 이행 전략 필요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 동향

등 주요 중소기업 강국의 기술혁신 활동 현황을 비교·분석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연구
- “체화된 인지” 관점의 사용자 행태 분석 프레임워크 제시

* 다만, 창업비용 감소 노력과 함께 창업에 따른 기대이익 확대를

- 특히 재난 안전 분야의 익숙하지 않은 위험에 대한 예측과 사전

- 이머징 기술위험이 불러온 정책이슈 고찰
- 불확실한 위험의 예측과 관리를 위한 제안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정책 현황에 대해서 글로벌

- 국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의 평가를 위해 미국, 일본, 독일

- 미래 사건의 전개방향을 좌우할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대한

주요 내용

연구 목적

- 우 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 지출액은 약
10,000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비교 대상국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은 단순히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
하는 개념으로 전환 필요
- 중소기업의 비즈니스(제품) 모델을 설계하고 해당 제품 개발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해 필요한 기술의 확보차원에서 중소기업 R&D지원 정책이 수립

* 특히, 모든 국가에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연구원 1인당

되어야 함

지출액이 약 60%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30% 수준인

- 특히, 중소기업 R&D 지원제도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개별 단위 프로젝트의 성공과 산출물 중심으로부터 전체 중소
기업의 역동성 측면에서 재설계되어야 함

테스트

■주요국의 창업 환경
■한국인의 미래 인식, 사회분위기, 미래 적응력 조사(3차년도)
- 한국인의 미래인식 및 선호하는 공공가치와 우선할 사회적 의제
조사
- 40~50대 대상 : 선호미래 조사
- 미래연구 참여자 ： 미래 적응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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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34

35

2015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 ICT 분야를 중심으로

2015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연구책임자 홍성범

연구책임자 김선우

참여연구원 김기국, 유철, 손은정

참여연구원 김영환, 이정우, 김형주, 성경모, 고혁진, 김석현, 김영신, 오지선, 손준호

■본 연구는 중국의 ICT 분야 정책과 현황, 주요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을 제시
- 중국의 주요 ICT 정책을 조사하여, 중장기적으로 집중하는 분야
및 투입, 현재 ICT 분야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ICT 업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ICT 분야는 꾸준한 성과를 창출하며, 한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
들고 있음
- 지난 해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의 특허출원국이었으며,
	특히 화웨이, ZTE, 퀄컴 등 기업이 특허출원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임
- 미래부와 KISTEP의 ‘2014년도 기술수준평가’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1.4년에 불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연구 목적

■대중의 창업인식 및 정책체감도 조사

■한국의 ‘창업 붐’, 국가 차원의 기업가정신 수준에 대한 총론적

- 국민 1천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유효응답 1,123명), 창업에

이해 및 진단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국가별 기업가정신 수준 비교
- 주요국 및 한국의 창업동향 파악 및 창업 환경에 대한 진단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였으나 세대별, 지역별, 성별 기업가정신
수준 차이가 존재하며,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 대중의 창업인식 및 정책 체감도를 조사하여 향후 스타트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2015 Young Innovators Talk 경과보고서]

주요 내용

정책 대안

■중국정부는 여러 ICT 발전정책을 발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ICT 분야 기업 및 정부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ICT 산업 역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 공업신식화부는 ICT를 비롯하여 기술 산업 전반과 관련 있는
정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 규제/감독을 병행하며 ICT를 이용한
신 산업발전 정책을 제시
- 2006~2020년 국가정보화발전전략,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촉진 전략 등 정책을 통해 ICT 분야에 대한 투자 및 발전을 추진

필요함
- 중국 IT업체들은 한국을 포함 해외 우수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음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역할모델
제시 및 창업문화 정착
- 창 의인재 양성과 창업문화 확산의 동력으로서의 Young
Innovators를 발굴하여 이들의 혁신적 사고와 창조적 사업 모델을
투자자, 정책관계자, 일반 대중에게 확산

- 특히 올해 샤오미 열풍에서 시작된 중국기업들의 성장,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개방 정도는 향후 시장 판도에 매우 중요한

주요 내용

부분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함

■2015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 중국의 전자정보산업/통신산업/SW산업 등 ICT 분야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한-중-일 지역 간 생산분업 구조 조정과 재편에서 고부가가치
생산공정의 특화에 집중해야 함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소 및 국가중점실험실을 통해,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중국과학원은 12개의 분소, 117개의 부속기관, 100개 이상의
핵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중점실험실은 핵심 기초
과학 연구 거점으로 부상하였음
- 1990~2013년까지 중국은 49개 부처에서 기술혁신 관련 정책을
416건 발표, 그 중 정보기술산업 관련 정책은 65건(19.3%) 차지
- 국가자연과학기금 정보과학부는 면상프로젝트, 중대프로젝트를
포함 4가지 프로젝트에 지원하였으며, 국가고신기술연구발전

- 이를 위해 국내 ICT 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강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 핵심부품 수출, 글로벌 생산시스템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국가별 기업가정신 수준 진단
- 기업가정신 수준 진단은 기업성장단계(Process 관점)와 구성요소
(Context 관점)의 매트릭스 모형으로 분석. 그 결과, 26개국 중
스위스 1위,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

- 행사 개최 현황(2015년 총 7회, 연사 14명)
· O2O, 세계성과 지역성의 조화 / 2015.04.09.
· S eed Money 투자에서 EXIT까지, 10개월간의 기록 /
2015.06.12.
· 이미지 딥러닝 기술로 의료혁명을 꿈꾸다 / 2015.08.04.
· 8천만 글로벌 사용자 OGQ의 창업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과
반성 / 2015.09.23.
·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말하다 / 2015.10.19.
· 응답하라, 하드웨어 스타트업! / 2015.11.26.
· 정책관계자, 교수, 기업가, 지원 조직 등 다양한 소속 참석자가
정해진 형식 없이 네트워킹 / 2015.12.23.

정책 대안
■향후 ‘스타트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정책

강화해야 함

■구성요소 관점에서 본 한국의 기업가정신
- (긍정적 경향성) 창업생태계의 다양화, 창업가의 적극성과 높은
도전정신,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사업분야의 한국화와
세계화, 창업친화형으로 규제 완화

방향 제시
- 기회형 창업으로 창업 분위기 전환, 기술개발 및 사업화 확장,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화의 가속화, 창업관련 규제
완화,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

- (부정적 경향성) 창업의 지역 편중 심화, 수혜자의 제한성, 중장년
층의 생계형 창업 편향, 글로벌 창업 부족

	계획은 빅데이터, 5G이동통신, 클라우드컴퓨팅 등 6개 분야에
대한 과제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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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36

37

박사학위과정 재정지원 실태조사

한국기업혁신조사의 동향과 활용

: 대학원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분석
연구책임자 조가원

연구책임자 조가원

참여연구원 홍성민ㆍ손경현

참여연구원 정장훈ㆍ김민정ㆍ김주희ㆍ남대일ㆍ박다인

- 국내 이공계 박사인력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BK21사업 등을

연구 목적

■공공구매의 혁신효과
- 2012~2013년 글로벌 혁신조사에 특별설문으로 추가되었으며,

■본 연구는 박사학위과정 재정지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통한 인건비 수혜 비중이 다른 그룹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음

■본 연구는 「한국기업혁신조사」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을 소개

주요 재정원천별 분포를 도출하며, 이러한 재정지원이 연구몰입

- 이와 같이 인건비 수혜비중이 높은 국내 이공계 박사학위과정

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분석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환경, 교육-연구 연계수준 및 경력설계에 어떠한 효과를 낳는지를

	에서 교육-연구 연계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연구 커뮤니티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분석

으로 나타나, 학위과정 인력양성의 질에 우려를 불러일으킴

- 특히 BK21을 비롯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주된 수혜부문인

- 재정지원과 연구몰입도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국내 이공계 학위취득자의 성과를 국외 학위 취득자 및 인문

고급인력 양성정책에서 경제적 지원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

사회계와 비교 분석

할 수 있음

- 대학원 교육 및 재정지원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재정지원과 일자리 성과 및 경력개발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며, 연구직의 일자리매력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

■국내 박사인력 전체에 대한 표본조사인 「박사인력활동조사」의
부가조사로서 진행

- 재정적 여건과 연구몰입환경의 전반적 차이는 이공계 국내 학위
취득자와 국외 학위취득자의 연구 성과 차이에 명백히 반영

- 인적특성, 학위과정, 직업성과, 연구성과, 국제이동성 등 본

되고 있음

라운드 조사결과와 본 부가조사의 데이터를 연계활용하여 분석

정책 대안

■조사의 틀
- 조사대상을 크게 이공계와 인문사회계로 나누고, 학위 취득지역과
정부지원 수혜여부에 따라 다양한 비교그룹 설정
- 재정지원의 규모, 형태 관련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박사
	학위과정에서의 활동 특성, 교육-연구 연계 현황, 역량취득 등을
조사
- 이 조사결과를 기존의 본 라운드 조사결과와 결합하여, 정부지원
→ 활동특성 및 역량취득 → 경력 성과 → 직업성과 등으로 이어
지는 영향관계 파악

■주요 조사결과
- 박사학위과정 재정지원 수혜 여건은 취득지별, 전공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특히 전공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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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분석사례를 제공하여 활용연구에
지침이 되도록 함
- 본 연구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아니라, 혁신

■재정지원사업의 원칙
- 이공계 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게
하는 사업별 지원보다는 등록금과 생활비 등 기본적인 지원 수준을
위주로 하여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인건비 지급이 아닌 원래
목적에 충실하여 교육-연구 연계의 관점에서 개편될 필요가 있음

■정책지원 인프라 확충
- 인력정책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추적조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이 재확인됨
- 국가 인재정책의 진단과 기획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통계지원
인프라 확충이 요구됨

하여 분석
- 공공구매 참여와 매출 등 일반적인 기업성과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혁신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공공구매를 통한 혁신’만이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짐

조사 활용 가이드라인, 연구 동향, 분석 사례를 모아서 수록한
옴니버스 자료임

되어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킴

- 「박사인력활동조사」는 본 조사의 표본명부를 제공

주요 내용

- 관련 동향에서는 데이터 생산 및 활용을 둘러싼 혁신연구의 최신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공공구매의 혁신효과를 체계적으로 조사

주요 내용
■혁신조사 관련 동향
- 혁신조사의 연혁, 이론적 동향, 조사동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이용자를 위한 실무적 가이드라인 제시
- 데이터 규모와 구성을 요약, 제시하여 조사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의

■사용자혁신의 매개효과
- 국내의 높은 조사수요를 반영하여 한국기업혁신조사에 특별히
추가된 이슈
- 사용자혁신은 기업혁신, 특히 높은 혁신수준을 나타내는 시장최초
	혁신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협력
활동과 혁신성과를 매개하는 핵심적 요인인 것으로 밝혀짐

변천과정을 알고 통계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혁신

정책 대안

조사의 세계적 확산과 조사 가이드라인 개정의 최신 동향을 안내

■혁신조사를 둘러싼 연구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요청됨

■혁신조사 관련 연구 동향
- 그간 진행된 혁신조사 관련 국내외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포괄적 서베이 제공
- 혁신연구 커뮤니티의 이론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분석연구의

- 혁신을 위한 공공구매, 사용자혁신 등 혁신의 성격과 내용이 급속
	도로 변화하고 혁신정책의 실행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관심
필요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주요 연구동향을 주제별, 국가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그 맥락을 소개

■혁신정책 연구와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인프라의 효율적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혁신효과

- 분석 사례들을 통해 혁신조사와 기타 정량적 기업정보 간 연계

활용을 위해 통계 연계활용이 용이한 여건 구축 시급
- 혁신조사, 기업재무데이터, 산업부 FDI데이터 등 다양한 미시

활용의 중요성이 재확인됨

데이터를 연계활용하고 있는 모범 사례
- 분석 결과, FDI와 제품혁신 간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관계를 조직혁신이 매개하는 것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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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38

39

2015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연구

연구책임자 조황희
참여연구원 임덕순, 김왕동, 송치웅, 김은주, 김지원, 권미정, 박건희, 박신애, 선주윤, 유하영,

연구책임자 박동배
참여연구원 이주량, 임영훈, 심성철, 서용석, 김명관

이선아, 이예진, 이원철, 이재원, 조소영

■교육훈련

연구 목적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입장에서 협력국의 내생적

- 협력국의 기술혁신을 담당할 인력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일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높은 생산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폐자원 에너지화 R&D 투자

- 발전폐열의 활용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비중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4% 전후로 미흡

성장을 위한 기술협력 중요성 대두
- 기존의 사업들은 거시적 관점의 단발성 정책경험 공유여서 협력국
성장에 장기간의 협력이 필요한 측면과는 연계성이 약함
- 이에 개도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대륙별 거점국가(예 : 에티오피아)를
Test-bed로 설정하여 사업기획·실행을 하고, 이 경험을 바탕
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및 아시아로 확산하고자 함

교육 시행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정보센터(STIC), 인도네시아 기술응용청
(BPPT) 교육훈련사업
- 국내 석박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 공무원
석 · 박사과정 지원
- 개도국 훈련프로그램(TAP 등) 및 개도국 방문연구자 프로그램
운영

체제 필요
- 한국의 정책기획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단계를 넘어
정책기획과 실행능력을 길러주며, 더 나아가 양국 간의 민간부문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 마련

주요 내용
■조사분석
-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IICC)의 기술협력이나 교육훈련사업 등을
위한 사전적인 기초조사 수행
- 주요 협력국의 Country Report 작성
- 주요한 한국 과학기술정책자료 등을 영문 번역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 공유 및 확산

■기술협력
- 협력국의 니즈에 따라 매칭펀드를 활용하여 협력국의 경제·사회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 국내의 개도국 협력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과학기술 ODA 포럼)
및 자문위원회,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
- IICC 국제컨퍼런스 정기 개최 : STI 국제협력 연구촉진 및 성공
사례 발굴을 위한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STI ODA 저변확대.
	이를 통해 IICC가 과기 ODA 글로벌 허브기관으로서 선도적 위치
확보
- 한-에티오피아혁신센터를 통해 에티오피아 정부와 상시 채널
구축
-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정책 대안
■개도국과의 협력사업 추진 전략 및 사업화 체계 구축
-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페루, 에콰도르 등)와도 협력

자문을 통한 역량구축 지원과 과기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 마련
- 페루 과학기술위원회(CONCYTEC)와 에콰도르 야차이공사

-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11%
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촉진하고 자원순환

가능한 분야 도출

- 볏집의 지역별 발생 분포는 충남, 전북, 전남이 발생밀도가 높고,
고추대는 전남, 경남이, 사과 전정가지는 경북에서 높은 밀도를
나타냄
- 기타 바이오매스 발생량은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이 높게 나타남

사회로의 전환 및 선진적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가용 폐자원의
에너지화율을 2018년까지 23%로 확대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필요

정책 대안
■농업·농촌분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기반 구축 방안
- 가축분뇨, 농업부산물 등 잉여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의 모델
개발

주요 내용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폐기물(’14년

- 국내 바이오매스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 기술개발
필요
- 지역별 잠재량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원료 수거시스템 구축

기준 59.8%)이 절반을 상회하고, 바이오(24.5%), 수력(5.0%),
태양광(4.7%), 풍력(2.1%), 연료전지(1.7%) 순으로 나타남

■농업·농촌분야 신재생에너지 현황
- 2013년 기준 농림업의 에너지 소비는 국내 에너지 소비의 1.3%에
불과
- 농업·농촌분야에 이용되는 에너지원은 석유류가 52%, 전기가
40.6%(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같은 값싼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농촌지역이 금액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

- 개도국과 유무상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 제시 필요

■농업·농촌분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동향

발전을 위한 기술 인프라와 과학기술 및 혁신제도 구축으로 연계
-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로드맵 작성을 위한 현지 워크숍 및 1~2차

통한 상용화 노력이 필요한 실정

-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제(RFS) 도입 등에 따라 농업부산물을

■개도국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학습지원과
연계하여 거점 국가에서 정책이 실행되도록 집중지원 및 운영

잉여자원을 활용한 농업 및 농촌의 에너지 절감 모델에는 실증을

■ODA 사업에 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 방향과 아이템을 발굴하여
제안
- 국내외 원조기관(수출입은행, KOICA, World Bank, IDB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수행 모색

- 국내에서는 1988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이러
한 바이오에너지작물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작되어 유채, 콩 등의
	유지작물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거나, 사탕수수, 옥수수, 억새
등의 작물로부터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YACHAY E.P)와의 협력방안 모색 및 전문가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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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자료

- 폐자원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전체 생산량의 59.8%를 차지,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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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방향
연구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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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구사업 방향

저성장·저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상상력·창의력,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동력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추진

발굴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추진전략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및 정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기업가정신모니터링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을 통해 지역·

2016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연령·성별기반 국내 창업생태계의 취약점 진단과 이슈 조망, 청년 창업 우수사례 발굴, 예비

첫째, 창조경제시대 선도형 국가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방법론 확립,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창업가의 창업 체감도 조사, 창업과와 정책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창업 대중화 시대의

및 평가제도 혁신방안 제시, 셋째, 민간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진단과 대안 제시, 넷째,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 대응을

바람직한 창업문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비교 분석으로 R&D 투자와 지원의

위한 과학기술외교전략 수립과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사업 방향

타당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선도형 국가혁신시스템으로의 효과적인 전환에 기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 및 효율성 제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교량역할, 과학기술혁신의 성공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외교 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ICT와 BT 등으로 대변되는 신기술은 산업의 영역과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산업

선도형 국가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제도, 하부구조, 문화 등 혁신

선도형
국가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추진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의 진화와 혁신연구
추진

환경에 대해 진단하고 수출 중심의 산업 및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반 산업의
진화와 혁신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융합을 고려하여 기술중심의 산업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자, 융합이 기술혁신 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경쟁과 협력의 산업생태계 혁신

시스템 전체의 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환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50년간 과학

전략, 농업 과학기술 혁신체계의 진화와 선택, 미래전 대응 국방 연구개발시스템 발전방안

기술 발전 경로와 특성연구를 통해 선도형 국가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 의료정보에 기반한 헬스케어 혁신

이를 위해 한국 과학기술 50년, 기획조사연구,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와 대안 탐색 등의

전략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를 추진한다.
국민행복과 관련된 안전, 건강, 환경, 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바, 우리사회의 혁신취약지대인 지역과 사회적 경제 등이 혁신체제 하에서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 리더십의 확보는 과학기술 자체의 역량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혁신체계 전환전략을 확립하고자,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 디지털 사회혁신의 활성화 전략 연구, 지역 기반의 지식트라이앵글에서의 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더불어 미래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의 선제적·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과학
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외교전략 연구와
협력 확대 추진

새로운 경제협력 시장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및 글로벌 차원의
과학기술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5년 세계과학정상회의를 통해 도출 된 ‘대전선언문’의 정신을 이어가고 후속조치로서의
과학기술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지원 및 개발협력 방안 수립과 실행을
지속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외교전략의 진단과 정책방향 연구, 모두를 위한 혁신(Inclusive
Innovation)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전략 연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통일 대비 역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제고를 위한
혁신연구 추진

국가 재정상황 변화와 정부 R&D 효율성과 투자방향 설정 점검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가하는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통일 준비를 위해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과 남북 협력 방안 등의 과제를

상황에서 R&D 혁신의 전략과 세부적인 실행방안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문제해결중심,

추진한다.

시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와 질적 우수성 중심의 평가제도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수준 평가방안,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
방안, R&D 추적조사 및 영향평가 기반 구축,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체계 구축과 추진 전략 등의
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과학기술인력의 연구환경 진단과 대응,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등의 연구
수행을 통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과 학문의 자율성에 대한 출연연 및 연구환경
지원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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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활동 촉진과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STEPI

연구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STEPI 고유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통계 DB 구축

고유의 과학기술 혁신 관련 통계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기업혁신조사,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의 부가조사 등을
추진하고, 글로벌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혁신활동 및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2016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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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구과제 목록
분류

기본연구
과제

일반사업

통계·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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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배용호

과학기술인력의 연구환경 진단과 대응

엄미정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양승우

R&D 추적조사 및 영향평가 기반 구축

황석원

지역 기반의 지식 트라이앵글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방안

김형주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수준 평가방안

조현대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와 대안 탐색

이세준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박기범

디지털 사회혁신의 활성화 전략 연구

김종선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연구성과물 공개정책과 과제

신은정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이광호

농업과학기술 혁신체계의 진화와 선택: 국가간 비교연구

이주량

원자력기술정책의 이슈와 대응방안: 해체기술을 중심으로

박동배

미래전 대응 국방연구개발시스템 발전방안

하태정

혁신제품 확산효과의 예측모형 연구

정기철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

최병삼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 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최종화,정장훈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산업생태계 혁신전략

조용래

의료정보에 기반한 헬스케어 혁신전략

정일영

“모두를 위한 혁신(Inclusive Innovation)”과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전략

장용석

과학기술외교전략의 진단과 정책방향

이우성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분석과 협력 과제

이춘근

한국 과학기술 50년, 기획조사 연구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30년사

김기국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11차년도)

배용호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8차년도)

박병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사업(7차년도)

박찬수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년차)

이명화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사업(5년차)

홍성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2년차)

송위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2년차)

김선우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ODA Program) (3년차)

조황희

2016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조가원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조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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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2015 STEPI International Foresight Symposium

주제 |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창업생태계 (Global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cosystems)

주제 | Systemic Approach in Foresight: Advances in New Methods

일시 | 2015년 5월 28일

일시 | 2015년 10월 23일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후원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장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심포지엄·세미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Systemic Approach in Foresight: Advances in New Methods’를 주제로 「2015 STEPI 국제 미래예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불확실한 미래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최신 미래연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계·적용되고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Systems Analysis for Strategic Foresight’를 주제로 최근 컴퓨터, 인터넷, 빅데이터 및 온라인 연구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미래연구 동향을 발표했다. ‘Korean Dream Valley for Foresight - Why, How and What Results Case: Energy
Shock'를 주제로 새로운 시뮬레이션 도구인 ABM(행위자기반모델링)을 소개하고, 에너지 한국사회의 에너지 이슈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보건 이슈에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ABM을 활용한 ‘A System Dynamics and Agent based Modeling:
Integrating Cognition, Behavior, and Obesity’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인지-행동의 관점에서 현재의 비만 현상을 분석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개원 28주년을 기념하여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창업생태계(Global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cosystems)’를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검증, 향후 국내 비만 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Modeling and

주제로 「2015 STEPI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Simulation for Korea's Balancing Population’을 주제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발한 NARS 21이라는 미래전망

올해 새로 STEPI 내에 신설된 기업가정신연구단과 민간에서 청년 창업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공동으로 주관

시뮬레이터 소개와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규모의 다이내믹스를 분석하여 합계 출산율의 대폭적인 상향이 없는 한 인구감소가 불가피함을 제시했다.

한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국가성장동력으로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외 기업가정신과 창업

이번 발표를 통해 미래연구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시스템 분석들을 실제 국내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체계적인 미래연구 방법론 수립의 필

생태계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초기 창업 활성화와 생존율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미국·중국·유럽의 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산·학·연·민·관 협력을 통한 창업생태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었으며,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다.

발표주제

발표주제
발표자

발표Ⅰ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주자 - 엑셀러레이터의 현황과 전망

Mukesh M. Patel(Juice Tank 공동창업자/대표)

발표Ⅱ

중국 중관촌 창업거리 촹커(创客, 혁신창업자) 열풍
- 대학발 기술 사업화 및 인큐베이팅 현황

Hengyuan Zhu(칭화대학교 교수)

발표Ⅲ

유럽 기업가 정신의 재조명

Martin Luxemburg
(Erasmus 기업가정신센터공동창업자/매니저)

발표Ⅳ

최근 한국 창업생태계 동향과 STEPI 기업가정신연구단의 과제

김선우(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가정신연구단 단장)

발표Ⅴ

세계 창업생태계 속의 한국: 최근의 창업붐과 가능성

임정민(구글 캠퍼스 서울 총괄)

발표Ⅵ

한국 창업생태계의 과제와 미래방향

정준(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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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Systems Analysis for Strategic Foresight

박병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Agent-Based Model: A Laboratory for Future Events

Leena Ilmola (IIASA 박사)

A System Dynamics and Agent based Modeling; Integrating
Cognition, Behavior, and Obesity

이한나(경희대학교 간호학과 연구원)

Modeling and Simulation for Korea's Balancing Population

유재국(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Session1

Sess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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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STI) and Development

2015 국가 R&D 혁신 심포지엄
주제 | 재정 효율화 시대의 국가 R&D 혁신방안
일시 | 2015년 5월 29일

주제 |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 (Innovations for Shared Prosperity)
일시 | 2015년 9월 9일 ~ 9월 10일

장소 | 서울 팔래스 호텔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장소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심포지엄·세미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Innovations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제1회
과학기술혁신과 개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의 사례가 발표되고 이의 바람직한 모델과 지원방안 모색이 이루어
졌다. 해당 주제로는 국내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2일간 20개국 50여명의 해외연사를 비롯한 약 300여명의 전 세계 과학기술개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개도국의 사회적 경제성장에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 제고와 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가 되었으며, 과학기술혁신이 Post
2015 개발 어젠다의 핵심 축으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컨퍼런스가 실질적인 과학기술혁신 ODA 협력모델 개발과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세계은행과 국내 여러 기관들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협력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STI 국제협력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및 단계적 발전 방안 모색하고자 ‘재정효율화 시대의
발표주제

주관

국가 R&D 혁신방안’을 주제로 「국가 R&D 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Session 1

개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번 심포지엄은 민·관·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 연구개발 정책 및 시스템 혁신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Session 2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혁신협력 강화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정부 R&D체계 혁신방안’, ‘문제해결 중심 정부 R&D정책 전환과 출연(연) 혁신’, ‘공공기술 혁신체계 효율화

Session 3

개발을 위한 ICT 기술의 활용 방안

세계은행

방안’, ‘지속가능한 R&D 혁신체계 구현을 위한 향후 입법과제’ 발표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Session 4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녹색기술센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ssion 5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서울대학교 국제IT정책사업단

Session 6

과학기술혁신과 개발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ession 7

과학기술혁신과 개발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ession 8

혁신과 지역개발

국제지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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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효율적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방안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민·관·연 전문가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며 여러 관점의 방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발표주제

발표자

발표Ⅰ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정부 R&D체계 혁신 방안

고종안(기획재정부 경제재정성과과 과장)

발표Ⅱ

문제해결 중심 정부 R&D 정책 전환과 출연(연) 혁신

이민형(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Ⅲ

공공기술 혁신체계 효율화 방안

이명화(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Ⅳ

지속가능한 R&D 혁신체계 구현을 위한 향후 입법과제

양승우(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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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PEC Research and Technology Program(ART)

2015 Technology and Policy(TAP) Training Program

주제 | APEC Innovation Platform

일시 | 2015년 3월 26일 ~ 4월 15일

일시 | 2015년 3월 9일 ~ 3월 13일

장소 | 송도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장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OICA 연수센터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뉴욕주립대

국제교육·훈련프로그램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뉴욕주립대(SUNY Korea)와 공동으로 「2015 APEC 연구기술 워크숍(ART, APEC Research and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아시아 4개국 과학기술정책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3차년도

Technology)」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와 APEC 회원국 등 15개 국가가 참가했고, 50여명 정도의 참여국 고위관료와 대학,

2015 과학기술정책 연수과정 「2015 Technology and Policy(TAP) Training Program」을 개최했다.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본 연수과정은 2013년부터 진행된 TAP 다년 연수 프로그램의 마지막인 3차년도 교육 과정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정책 경험을

ART 프로그램은 지난 1996년 개최된 제2차 “APEC 과학기술 장관회의”의 후속조치인 “APEC 과학기술 네트워크(ASTN)" 사업의 일환

기반으로 참가국들의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 및 상세 전략계획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TAP 다년 연수 프로그램 개최는 추후

으로 과학기술정책분야의 역내 회원국들 간의 정책 대화를 촉진하고 역내 회원국들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함으로서

국가들 간의 체계적이고 활발한 국제협력 사업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미래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공영발전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KOICA의 ‘씨앗(CIAT, Capacity Improvement and Advancement for Tomorrow)’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가

2015년 워크숍의 주제는 “APEC Innovation Platform”으로, 국제사회의 개발 어젠다 논의와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맞추어 APEC 역내

과학기술의 정책적·제도적 문제점과 한계를 이해하고자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파키스탄, 필리핀 아시아 4개국의 실무급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에서 과학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어떠한 역할들을 할지에 대해 과학기술혁신정책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이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여국들의 과학기술 액션 플랜을 완성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 기술개발 전략, 기술 사업화, 기술
표준제도 운영 등에 관한 강의와 산업·문화시찰, 실습,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의 진행과 지난 1차년도와 2차년도 프로그램에서 발표된
과학기술정책 아이디어들을 발전시켜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과학기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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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raining Program for STI Policy and
Inform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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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5월 11일 ~ 5월 19일

장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 및 STIC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포럼이다.
▶ 새로운 시각으로 아이디어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발표를 통해 한국의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들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모색
Young Innovators 포럼

일자
2015.04.09.

2015.06.12.

2015.08.0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정보센터(STIC) 연구원을 대상으로 2015 과학기술정책 및 정보분석 연수과정 「2015 Training
Program for STI Policy and Information Analysis」를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STIC 주요 부서의 핵심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에티오피아의 과학기술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정책 수립을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리가 되었다.
본 연수과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 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정보분석과 기술가치평가, 혁신 활동의 진단과 평가,
혁신조사 방법론과 한국의 혁신조사활동 등에 관한 강의와 함께 대덕연구단지와 세종국책연구단지 출연(연) 및 포항의 포스코 방문, 워크숍

2015.09.23.

2015.10.19.

2015.11.26.

주제
[Talk Together at Sogang]

O2O, 세계성과 지역성의 조화
[Talk]

Seed Money 투자에서 EXIT까지, 10개월간의 기록
[Talk]

이미지 딥러닝 기술로 의료혁명을 꿈꾸다
[Talk]

8천만 글로벌 사용자 OGQ의 창업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과 반성
[Talk Concert]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말하다
[Talk]

응답하라 하드웨어 스타트업!

발표자
김태성(파킹스퀘어 대표), 김태훈(레이니스트 대표),
이승준(스트라입스 대표), 이준노(카닥 대표)
김대현(셀잇 대표), 김현진(더벤처스 파트너)

백승욱(cldi 대표)

신철호(OGQ 이사회의장)
김봉진(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원태(록앤올 공동대표),
임정민(구글캠퍼스 서울 총괄)
김현준(고윙 대표), 문석민(리니어블 대표),
황성재(퓨처플레이 이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정보를 둘러싼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법을 연수 참가자 스스로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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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포럼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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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활용도를

수렴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토론의 장이다.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 모색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문제

▶ 산·학·연의 기술혁신, 연구개발전략,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및 정부의 정책담당자를 초청해서 과학기술정책의 현안과제에 대한 공개적인

해결형 혁신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이다.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과 대안을 모색
▶ 과학기술정책 현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과학기술지식의
공유와 확산은 물론 정책현안에 대한 학습효과를 제고

일자

주제

발표자

주제

과학기술정책포럼

일자

발표자

2015.04.30.

[제7차]
리빙랩(Living Lab),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성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자(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창조농업담당)
천영환(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지원담당)

2015.08.21.

[제8차]
사회에 책임지는 혁신
(Responsible Research & Innovation)

박희제(경희대학교 교수)
송위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

2015.10.14.

[제9차]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디지털 사회혁신의 나아갈 방향은?

김종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홍(비영리 IT지원센터장)

STEPI 세종 지식포럼

2015.02.11.

[제383회]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도전, 그리고 정책

이상천(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2015.02.27.

[제384회]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위한 2015년도 주요정책방향

이석준(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2015.03.26.

[제385회] 중국의 창조경제; 국민창업시대 전개와 방향

홍성범(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04.29.

[제386회] 기술창업, 성공과 조건을 말한다

이광형(KAIST 미래전략대학원 원장)

2015.07.07.

[제387회] 질병 창궐 시대, 과학기술의 선제적 대응과 방안

신동천(연세대학교 예방의학 교수)

2015.08.20.

[제388회] 위기의 시대, 과학기술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이우일(서울대 연구부총장, 과실연 상임대표)

2015.09.11.

[제389회] 기초연구, 왜, 어떻게?

노도영(광주과학기술원교수,국과심기초기반전문위원장)

2015.09.17.

[제390회] 지식·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전북 발전방안

장재홍(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지역정책학회장)

2015.10.01.

[제391회]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의 AR5(5차 평가보고서):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권원태(국립기상과학원 연구위원, 기후변화학회장)

2015.10.15.

[제392회] 과학기술 글로벌화와 세계과학정상회의

이상훈(미래부 다자협력담당관실 과장)

2015.04.16.

[제1회] 데이터를 보는 능력과 환경

윤태성(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15.10.29.

[제393회] 청색기술과 청색성장

이인식(지식융합연구소 소장)

2015.05.14.

[제2회]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이인실(서강대학교 교수)

2015.11.19.

[제394회] 과학기술 ODA의 효과적 추진방안

정성철(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2015.06.10.

[제3회] 애덤 스미스-인문고전으로 세상 읽기

김광수(성균관대학교 교수)

2015.12.03.

[제395회] 과학기술과 일자리

이승민(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

2015.09.14.

[제4회] 상상하지 말라, 관찰하라

송길영((주)다음소프트 부사장)

2015.12.15.

[제396회]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 혁신체제에서 길을 찾다

임기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10.15.

[제5회]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을 통해 보는 융합, 창의, 혁신

홍성욱(서울대학교 교수)

2015.11.17.

[제6회] 세계최고의 한국문화유산 내가 몰랐던 대한민국

송혜경(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상임이사)

66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연차보고서

STEPI 세종 지식포럼은 인문, 사회,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자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주제를
선정하여 지식을 나누는 포럼이다.

일자

주제

발표자

STEPI 2015 Annual Report

| 67

STEPI 2015

주요 행사

May.

Feb.

Mar.

01. 28.

02. 24.

03. 19.

04. 28.

05. 12.

05. 20. ~ 05.25.

STEPI-중소기업옴부즈만
MOU 체결

STEPI 과학기술기자간담회

한국소리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및 발전방안
세미나

‘같은 듯 다른 듯 한국과 대만 청소년의
미래 비교’ 세미나

2015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STEPI-에콰도르/페루/엘살바도르
MOU 체결 및 공동세미나

Jul.

Aug.

Oct.

주요 행사

Jan.

Apr.
03. 31.

04. 02.

04. 03.

07. 17.

08. 27.

10. 16.

STEPI-한국수출입은행
MOU 체결

과학기술 및 기술로드맵 자문회의

제3차 과학기술 ODA 포럼

제4차 과학기술 ODA 포럼

STEPI-말레이시아 공과대학(UTM)
MOU 체결

2015 한중 혁신협력 포럼

Nov.
04. 06.

04. 17.

04. 17.

10. 29.

10. 16. ~ 11. 04.

11. 25.

STEPI-미래과학기술지주(주)
MOU 체결

POST-2015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협력전략 세미나

ASEAN Global Business Model
Demo Day 개최

STEPI-한국기계연구원
MOU 체결

2015 튀니지
과학기술혁신정책 과정

STEPI-상해과기간부관리학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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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2015
Dec.

Jan.

주요 원내소식

Feb.

Apr.

12. 07.

01. 05.

02. 12. ~ 02. 13.

04. 24.

STEPI-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MOU 체결

STEPI 과학기술 혁신전략 세미나

2015년 STEPI 시무식

2015년 STEPI 연찬회

2015년 STEPI 춘계체육행사

May.

Jun.

Nov.

05. 07.

06. 01.

11. 13.

STEPI 개원 28주년 기념식

2015년 상반기 연구자문위원회

2015년 STEPI 추계체육행사

주요 원내소식

12. 03.

Dec.
12. 21.

2015년 하반기 연구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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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2015

주요 초청방문

Jan.

Oct.

Nov.

01. 16.

01. 20.

10. 07.

10. 20.

중국 하남성사회과학원 대표단

에티오피아 아다마과학기술대학교 HR팀

에티오피아 생명공학위원회

주한 르완다 대사관 대사

칠레 경제부 혁신국 국장

Mar.

Apr.

03. 24.

04. 14.

04. 29.

코스타리카 KSP 사절단

국제열대농업연구센터(CIAT) 소장

엘살바도르 경제부 대표단

11. 26.

주요 초청방문

01. 07.

May.

Jun.

Aug.

05. 13.

06. 17.

08. 27.

파키스탄 KSP 방문단

베트남 2035 컨설팅 방문단

중국 과기정책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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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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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사회와 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 국제협력연구회, 과학기술전략 연구회, 국제정보과학기술 혁신실천연구회, 글로벌 개발협력과
ODA 연구회, 산업기술정책 연구회, 중국미래기술 연구회, 지식재산(IP) 연구회, 혁신정책방법론 연구회, 혁신정책의 이론과 실제연구회
등의 연구교류회 활동

고령사회와
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
국제협력연구회

과학기술전략 연구회

국제정보과학기술
혁신실천연구회

글로벌
개발협력과
ODA 연구회

산업기술
정책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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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제

2015.05.19.

노화와 삶공간: ICT를 이용한 서비스 혁신과 연구

2015.11.06.

한국 복지용구산업 현황

2015.11.28.

뇌 건강 안전마을 만들기

2015.11.05.

유럽 난민 사태 대응과 전망

2015.01.16.

Fintech 스타트업의 공습

2015.03.20.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 사회지도층의 영향력

2015.04.17.

디지털 컨버전스의 미래와 대응전략

2015.05.15.

세계 식량 수급 및 식품산업의 기술동향

2015.06.19.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문답, X-프로젝트

2015.07.17.

첨단기술기업의 창업과 지원

2015.09.18.

다시, 공유의 시대

2015.10.16.

차세대 교육 비전과 활동

2015.11.20.

메이커스 무브먼트와 미래 교육

2015.10.30.

e-Attorney Project: As an Effective ICT tool to Enhance Access to Justice &
Uniformities in Criminal Justice Processes in Nepal
EU Action Plan for Greek eGovernment

2015.12.16.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n Post Disaster Management

2015.04.03.

Basics of UAV(Unmanned Aerial Vehicle)

2015.04.10.

우리나라 교육의 개발협력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

2015.05.01.

Appropriate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06.05.

개도국 병원폐기물 처리 현황자료

2015.07.03.

개발도상국 지속가능 과학기술 국제협력

2015.09.03.

적정기술의 기업가정신

2015.01.29.

Anticipatory Governance Practical Upgrad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연차보고서

연구교류회

교류회명

교류회명

일시

중국미래기술
연구회

2015.04.03.

중국시장진출과 혁신협력방안

2015.11.18.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2015.04.13.

한국 지식콘텐츠 생태계

2015.04.22.

지식의 융합-로봇, 뮤지컬을 만나다

2015.08.11.

산업혁명과 지식혁명의 유사성과 차이점- 한국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2015.10.01.

학문의 역사와 통섭, 그리고 기술융합

2015.12.18.

EU단일 특허, 통합특허법원

2015.01.16.

TCB 제도현황

2015.02.27.

과학혁명과 경제학의 위기

2015.04.30.

IT혁명과 기술금융

2015.07.10.

엔젤펀드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15.09.03.

특허 청구범위와 특허의 가치

지식재산(IP)
연구회

혁신정책방법론
연구회

주제

혁신과 불평등: 이론과 실제
과학기술활동 불평등 통계 및 해석
2015.03.21.
유전자변형식품에 나타난 불평등
보건의료 R&D에 나타난 불평등

혁신정책의
이론과 실제연구회

공공과학시스템 안에서 지식생산 방식의 변화
2015.05.16.
독일 공공연구시스템의 융합연구 분석
생명공학 사용자와 기술혁신 - 바이오 해커의 등장과 함의
2015.08.29.
R&D의 혁신지향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평가방법 모색

STEPI 2015 Annual Report

| 75

04
연구실적 목록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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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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융합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명

이광호

F15-01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 국내외 지역 공공연구 조직 분포 및 현황 조사연구

박동배

P15-02

인문·기술 융합에 기반한 기업혁신 사례분석 및 활성화 방안

최종화

F15-02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글로벌 이슈 조사연구

성지은

P15-03

전환기의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이정원, 홍성주

P15-04

R&D 분야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안두현

F15-03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전략

이정찬

P15-0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가치 개념 도입방안

조현대

F15-04

2015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김기국

P15-06

지역의 STI 사회자본 진단과 시사점

정미애

P15-07

기술규제에 대한 거래비용 접근의 탐색 연구

정장훈

P15-08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 - 재정법제를 중심으로 -

양승우

P15-09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 방안 : 혁신연계조직을 중심으로

김종선

P15-10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명화

P15-11

STI 정책영향평가 탐색연구

황석원

① 2015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F15-05
①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Ⅶ -총괄보고서-

박병원

② 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서지영

③ 스마트컴퓨팅과 사용자행태 간의 상호작용의 미래 변화전망 연구

이성호

④ 혁신 전망 방법론 개발 및 적용(2차년도)

홍성주

⑤ 한국인의 미래 인식, 사회분위기, 미래 적응력 조사(3차년도)

박성원

⑥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ing)을 이용한 신기술과 지식 확산 연구

이상엽

F15-07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사업(Ⅵ)

임채윤

F15-08

2015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 ICT 분야를 중심으로

홍성범

2015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김선우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 2015 Young Innovators Talk

김영환

F15-10

박사학위과정 재정지원 실태조사 : 대학원지원정책의 중장기 효과분석

조가원

F15-11

한국기업혁신조사의 동향과 활용

조가원

F15-06

② 제2권 : 인지컴퓨팅
③ 제3권 : 3D프린팅

김석관

④ 제4권 : 사물인터넷
⑤ 제5권 : 핀테크
P15-13

중견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맞춤형 지원 방안

박찬수

P15-14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C&BD형 사업의 모색

손수정

P15-15

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김승현

P15-16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 정책 연계방안

홍성민

P15-17

과학기술인력의 정년에 대한 이슈와 정책방안

엄미정

P15-18

UN의 Post-2015 개발의제와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방안

이우성

P15-19

유라시아 지역 STI 국제협력 전략

P15-20

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이춘근

P15-21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5차년도)
-바이오 연구 인프라의 관리·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

신은정

P15-22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1차년도)

송위진

P15-23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서지영

P15-24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 ICT 외교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이우성

P15-25

국가연구개발 정성평가 현황과 발전방향

조현대

P15-26

산업수학 활성화를 위한 국내 산업수학 생태계 분석

박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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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호
② 2015년 고성장 기업의 특성과 성장궤적

① 제1권 :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 전략 - 종합편 -

P15-12

연구보고서

연구책임자

P15-01

F15-09

이춘근, 이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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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과학기술정책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에게 시의적절하게 배포하기 위해 요약 형태로 발간한 자료

과학기술 관련 정책동향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분류기호 : J)

기업의 기술혁신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분류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2015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조황희

J15-02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연구

박동배

세션명
칼럼

송종국

(미국) 시민 참여, 과학의 발전을 돕다

이상엽

(일본) NISTEP, 2014년 과학기술에 현저히 공헌한 연구자 10명 선정

이정찬

(프랑스) 프랑스 스타트업들, 라스베가스 국제가전쇼를 빛내다

성경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시스템(K-ARPA) 구축 제안

송치웅,
이성호

미래혁신연구의 산실 국방고등기술원

지태영

X연구, 우리 연구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까?

박성원

소통하는
과학기술

DGIST 편

성경모

연구노트

과학기술인재의 소명의식

하유진

미래생각

드러난 현재, 숨겨진 현재

박성원

지표통계

통계로 본 국별 글로벌 혁신 역량(대학 부문)

강희종

(미국) R&D, 혁신, STEM 교육 예산 확대를 통해 미국의 미래에 투자하다

이상엽

(일본) 일본, 주력 대형로켓 H-IIA 27호기 발사 성공
- 기술수준·경제성 세계 최고 레벨

이정찬

(프랑스)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업분야 혁신 움직임

성경모

2015년 국내외 과학기술 10대 트렌드

최병삼
이정찬
성경모

대전 KAIST ICISTS 동아리 회장 박준우

성경모

연구노트

국내 디스플레이소재 산업 환경 분석 및 정책동향

박세환

미래생각

좀 더 멀리, 다양하게, 변형적으로

박성원

지표통계

통계로 본 국별 글로벌 혁신 역량(연구기관 부문)

강희종

정책특집

(통권 198호)

해외
혁신동향

제25권
제2호

정책특집

(통권 199호)

신 인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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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세종시 시대를 열며

해외
혁신동향

제25권
제1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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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J15-01

권호

과학기술정책

권호

세션명

해외
혁신동향

제25권
제3호

정책특집

국가과학기술의 도전과 혁신 그리고 정책

이상천

(미국)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인터넷 망 중립성(Net Neutrality) 규제
강화키로 결정

이상엽

(일본) ㈜시미즈건설이 ‘첨단지진방재연구동’, 모든 지진의 3차원 흔들림 재현

이정찬

(독일) 교육 복지를 통해 교육 혁신의 답을 찾다

오승환

(프랑스) 대학과 기업과의 만남을 돕는 프랑스 정부

성경모

융합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통권 200호)

소통하는
과학기술

희망을 약속하는 벤처 프라미솝(Promise+hope)

이광호
성경모
오승환
이상엽
이정우

연구노트

전기자동차 최근 국내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광석
노은경

미래생각

당신이 지구에 머무르는 시간

박성원

지표통계

통계로 본 국별 글로벌 혁신 역량(기업 부문)

강희종

(미국) DARPA, 기존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고도의 자동운항 시스템(ALIAS) 개발 시작

이상엽

해외
혁신동향

스타트업
나우

이정찬

(독일) 2015 하노버 산업박람회 : 독일 industry 4.0의 발현

오승환

명함 교환 대신, 위챗 QR코드 찍는 중국인들

유채원
이정우

과학의 날 특집 : 「과학의 날」연대기 - 국가·과학 연합의 기원과 그 이후

임종태

이상목 전 미래부 1차관

(통권 201호)

과학의 날
특집 인터뷰

정책특집

이충구 전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목 교수
유 룡 교수

권호

세션명

해외
혁신동향

제25권
제5호
(통권 202호)

국내
혁신동향
스타트업
나우

성경모, 임수연
이성호
최병삼, 임수연
최병삼

저자

(미국) Hewlett-Packard(HP)의 과감한 도전, “The Machine” 프로젝트

이상엽

(일본) 일본기업, 3D 프린터로 제조한 인공뼈로 EU 시장 진출 : NEXT21
K.K.社가 산·학·연 프로젝트로 개발한 주문제작형 인공뼈
‘CT본(bone)’

이정찬

(영국) 영국 혁신정책의 인포그래픽(Infographics), 더 쉽고 더 친절하게

오승환

‘서울디지털포럼 2015’에서 소개된 양자정보통신기술

임수연

인터뷰 - ‘세상을 버튼하다(Button the World)’ 버튼테크놀로지 구자룡 대표

김영환

인터뷰 - 중국 시장 진출의 게이트, 테크노드

유채원, 김선우
양희철

해양과학분야의 국제활동 꿈나무를 키우자

박내선

해양재난 대응차원의 위성정보 활용

양찬수

미래생각

눈치 빠른 로봇 vs. 인류 파괴 로봇

박성원

지표통계

통계로 본 국별 글로벌 혁신 역량(혁신활동 부문)

강희종

순간포착

STEPI's SnapShot 순간포착 X 프로젝트

박성원

창업대중화 시대의 열쇠 : 창업교육의 대중화

김석현

(미국) 모질라(Mozilla), 모바일 기기를 위한 오픈 소스 기반의 운영체제
개발 및 확산에 노력

이상엽

(EU국가) 유럽집행위원회,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5를 발표

오승환

(일본) 일본 후쿠오카, 글로벌 창업특구를 향한 발돋움

이정찬

국내
혁신동향

재난 안전 현장에서의 드론(drone) 활용

임수연

정책특집

창업생태계에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이슈

김선우

인터뷰 - 매쉬업엔젤스(Mashup Angels) 이택경 대표

김영환

인터뷰 미국 시애틀의 스타트업 현장 :
조용한 커피 타운 실리콘 밸리의 다음 정거장을 꿈꾸다

김형주

인터뷰 - 창업 및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김영환

정책특집

해외
혁신동향

제25권
제6호

제목

해양자원, 국가성장의 방향을 바꾸다

칼럼

(일본) 국립연구소의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독립행정법인에서
‘국립연구개발법인’ 으로 변경

제25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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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통권 203호)

스타트업
나우

연구노트

국내 5G 이동통신 기술개발 전망과 정책적 이슈

박세환

미래생각

낯선 미래라도 가야한다면?

박성원

연구노트

효율적인 재도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해

김인수

지상중계

2015년 첫 영 이노베이터스 행사, 'Young Innovators Talk Together at SOGANG'

김영환

미래생각

어바웃 미 (About Me)

박성원

지표통계

통계로 본 국별 글로벌 혁신 역량(인재 부문)

강희종

지상중계

2015 STEPI 국제 심포지엄 –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창업생태계’ 주제로 성황리 개최

이정우

지표통계

통계로 본 국별 글로벌 혁신 역량(혁신형태 부문)

강희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연차보고서

정기간행물

칼럼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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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세션명

제25권
제7호
(통권 204호)

이상엽

(EU국가) EU, 신재생에너지 목표치인 20%를 위해 순항 중

오승환
이정찬

국내
혁신동향

의료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의 융합

임수연

소통하는
과학기술

Vet장이들 김은정 대표

정책특집

제3차 이공계 인력 지원·육성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스타트업
나우

카프만 인덱스(Kauffman Index)를 통해 본 2015 미국의 창업활동
인터뷰 - 스타트업 나우 인터뷰 - 버드뷰(화해 서비스) 이웅 대표

김영환

연구노트

혁신과 고용에 관한 끝없는 논쟁

정성문

미래생각

창의성? 컴퓨터에게 물어봐!

박성원

지상중계

‘2015 Young Innovators Talk at KAIST’ 환상의 파트너, 그들이 돌아왔다!

김영환

지표통계

통계로 본 국별 글로벌 혁신 역량(혁신성과 부문)

강희종

광복 70주년 맞이하여 남북관계, 과학기술협력으로부터 물꼬 트자

박성현

(미국) 백악관,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백악관 데모 데이(Demo Day)’ 열어

이상엽

(일본) 일본 NEDO, 세계 각국서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 전개

이정찬

(EU국가) EU,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지원

오승환

(프랑스) 보건 연구 : 이해도 높은 연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행동 계획

성경모

해외
혁신동향

(통권 205호)

(미국) 미국 정부, 클린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4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일본) 벤처 창출의 거점은 국립대학! 2015년판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새로운 대학·대학원 제도 도입

칼럼

제25권
제8호

저자

국내
혁신동향

권호

칼럼

해외
혁신동향

소통하는
과학기술

산업을 꽃 피우는 기초과학의 요람, 입자가속기
분단 70년의 남북 과학기술 : 새로운 도약을 꿈꾸자

성경모, 임수연
홍성민

제25권
제9호

김선우, 박기윤

(통권 206호)

정책특집
북한의 IT 산업의 개발 역사와 시사점

김종선, 이춘근

스타트업
나우

카프만 인덱스(Kauffman Index)를 통해 본 2015 미국의 창업활동(Ⅱ)

김선우, 박기윤

인터뷰 -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Mike Kim 사업개발 책임

김영환

미래생각

질문 표절과 반(反)미래

박성원

지상중계

‘2015 Young Innovators Talk at STEPI’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된 첫 번째 Young Innovators 행사

김영환

지표통계

통계로 본 국별 글로벌 혁신 역량(혁신 장애 부문)

강희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연차보고서

저자

과학기술 네트워크 외교의 추진

이명진

(미국) MIT Technology Review, 35명의 Young Innovators 선정

이상엽

(일본) 일본 와카야마현, 곤충으로 간장시장 개척

이정찬

(독일) 독일, IFA 2015의 개막 : 사물인터넷과 스마트워치

오승환

글로벌 적정기술의 중심지 (사) 나눔과기술

성경모, 임수연

‘제 7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 대상 수상
경상대 약학대학 팜글로리(Phamglory)

성경모, 임수연
장용석

한국 과학기술외교를 생각하며

배영자

‘과학기술 외교’ 특집 인터뷰 - 세계과학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김꽃마음 부단장

성경모

창업선도대학의 역할과 과제

김선우

인터뷰 - 마이리얼트립 이동건 대표

김영환

남북관계에서 과학기술협력의 의미

김연철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과 전망

이춘근

미래생각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전략적 호기심

박성원

지표통계

통계로 본 국별 글로벌 혁신 역량(혁신 환경 부문)

강희종

국내
혁신동향

스마트 기술의 돛을 달고 세계로 항해하는 헬스케어 신생기업들

임수연

(미국) 인터넷 보급 확산을 위한 Facebook과 Google의 상호 협력

이상엽

(일본) 일본, 내년 1월 무인택시 실증 실험 추진

이정찬

(EU) 밀레니엄 개발계획(MDGs)을 돌아보다

오승환

정책특집

‘Modeling and Simulation Technology’, 국방 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

박삼준

스타트업
나우

창업선도대학의 역할과 과제

정책특집

연구노트

해외
혁신동향

장영선, 임수연
김근배

제목

세계과학정상회의의 정책적·외교적 의의

스타트업
나우

제25권
제10호
(통권 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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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명

정기간행물

해외
혁신동향

제목

김선우, 오지선

인터뷰 - 셀잇 김대현 대표

김영환

북한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와 전망

성지은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텔레스크린 기술 이슈

박세환

미래생각

면역학과 미래적응력

박성원

지상중계

경기대학교 - STEPI가 공동 개최한 ‘2015 경기대학교 청년창업 한마당투어’

김영환

지표통계

통계로 본 국별 글로벌 혁신 역량(혁신 시장 부문)

강희종

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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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
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권호

세션명

저자

권호

발간일

(미국) NSF, 미국 전역에 대한 빅데이터 허브 구축 계획 발표

이상엽

제157호

2015.01.01.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기술영향평가 개선방안

(일본) 고령화를 비즈니스 기회로! 일본의 신성장 견인차로 떠오르는
ICT 헬스케어산업

이정찬

제158호

2015.01.15.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리빙랩
: SusLab NWE의 독일 보트롭 사례

(EU) EU, 핵심 운송 사업에 약 76억 유로 투자

오승환

제159호

2015.02.01.

R&D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

황석원, 이신우

(영국) 유럽의 항공 산업, 런던에서 혁신의 비상(飛上) : AERODAYS 2015

장필성

제160호

2015.02.15.

대학 과학기술교육의 미래 전망틀 구축 : 시범적 전망 결과와 정책방향

농업 R&D로 농·생명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변화 선도

김두호

홍성민, 박성원
홍성주

생물자원, 바이오경제 시대의 핵심소재

진태은

제161호

2015.03.01.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성과와 한계

박기범

빅데이터 시대의 바이오산업 : 해외 동향 및 국내환경 변화의 필요성

김운봉

제162호

2015.03.15.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육성 방안

김선우

정책제언

개방형 혁신의 매개체로서 IP·기술 거래시장 활성화

권규우

제163호

2015.04.01.

농촌 활성화를 위한 혁신연계조직 육성 방안

스타트업
나우

인터뷰 - Lineable(리니어블) 문석민 대표

김영환

제164호

2015.04.15.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경로와 시사점

이춘근

제165호

2015.05.01.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

김승현, 김만진

북한의 기술혁명론

변학문

제166호

2015.05.15.

독일의 연구개발 시스템 현황 분석과 한국과의 비교 시사점

홍성주, 홍창의

미래생각

방랑사회의 탄생

박성원

제167호

2015.06.01.

Issues and Challenges in transforming KAIST Model
into Developing Countries : Case of Ethiopia

이재원, 박건희

지상중계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의 서막을 연 ‘세계과학기술포럼’

김영환

제168호

2015.06.15.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 및 과제

김선우, 천새롬

지표통계

통계로 본 국별 글로벌 혁신 역량(정부 지원 부문)

강희종

제169호

2015.07.01.

3D 프린팅 시대의 성장과 지식재산권의 위협

손수정

(미국) 미국 운수부(DoT), 자율주행 자동차 발전을 위한
Smart City Challenge 개최

이상엽

제170호

2015.07.15.

미국 보건의료 R&D 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이명화, 현재환

(일본) 미세조류로 비행기 날린다 : 유글레나로 항공 연료 제조

이정찬

제171호

2015.08.01.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관리 : MUSIC 프로젝트 사례 분석과 정책 과제

성지은, 정서화

(EU) EU,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에 응답하다

오승환

제172호

2015.08.15.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정장훈, 양승우

제173호

2015.09.01.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

이춘근, 김종선

제174호

2015.09.15.

제조업의 서비스화 R&D 혁신 전략

정책특집
제25권
제11호
(통권 208호)

연구노트

해외
혁신동향

제25권
제12호

제목

저자
서지영
Daniel Kim, 성지은

김종선, 송위진
성지은
김영환

정책특집

2015년 과학기술계 10대 주요 이슈

이성호, 임영훈
장필성, 이세민, 유은

스타트업
나우

인터뷰 - 고윙(GoWing) 김현준 대표

김영환

제175호

2015.10.01.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 연계조직 활성화 방안

김종선, 성지은
이정찬

생물공학기술의 국제표준화

이연희

제176호

2015.10.15.

바이오연구 활성화를 위한 생물자원은행(BRC)의 역할과 당면과제

신은정, 정기철

최근 종자산업의 동향과 시사점

박기환

제177호

2015.11.01.

인생 이모작 귀농·귀촌을 위한 마이크로하우스 시장 활성화 전략

이정찬

미래생각

과학기술의 발달과 일자리의 변화

박성원

제178호

2015.11.15.

기술사업화 : 갭(Gap)의 인식과 브릿지(Bridge)의 설계

손수정

지상중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STEPI가 공동 개최한 '2015 청년창업한마당투어
- 응답하라, 하드웨어 스타트업!'

김영환

제179호

2015.12.01.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 의료 현황과 발전과제

정기철, 김석관
김승현, 이명화

지표통계

통계로 본 국별 글로벌 혁신 역량(혁신 비용 부문)

강희종

제180호

2015.12.15.

인문·기술 융합에 기반한 기업혁신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최종화, 반승현

장병열

(통권 209호)

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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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혁신동향

제목

권호

Future Horizon

동향과 이슈

미래의 기회를 선용할 핵심 과학기술과 정책방안을 모색하며, 전문가 및 시민과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정책 관련 최신 현안 이슈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온라인으로 수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지평을 여는 미래연구 전문 계간지

발행하는 이슈페이퍼

세션명
통계 너머의 미래

Winter
2015

미래연구 포커스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

송종국

① 기로에 선 한국 : 중장기 미래난제 해결을 위한 전략

박병원

② 저출산·고령화 시대, 과학기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원유형

③ 스마트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고용·노동 환경

이승민

④ 에너지·식량·물 불안 가속화 : 시장기능 확대와 기술개발로 대응

정우진

⑤ 한·중·일 기술·산업 구조의 변화와 대응방향
세계 미래연구 동향

저자

제19호

2015.02.16.

저성장에 대응하는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제20호

2015.03.16.

프랑스 보건 · 생명과학 연구 제도 혁신의 산물 : AVIESAN

제21호

2015.09.01.

대만의 사용자 기반 혁신과 ICT 리빙랩

제22호

2015.11.16.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에 관한 OECD 논의 동향과 시사점

서세욱, 성지은
성경모
성지은, 박인용
신은정

조철

윤정현

① 에너지, 그 불확실한 미래 : 정책 여건의 변화와 에너지 안보

손양훈

②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세계 정치질서의 재편

김연규

③ 에너지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미래 수요관리 기술 전망

이성인

④ 에너지 환경의 변화와 기술적 Breakthrough : ‘3차 산업혁명’의 도래

이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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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지속가능한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환경문제

진상현

발간하는 영문저널

글로벌 트렌드의 한국적 해석 : 환경편 - 미래세대 관점으로 본 환경의 변화

홍성주

미래연구 해외동향

일본 제6회 예측국제심포지엄 참관기

박병원

FUTURE
INFOGRAPHICS

영화 가타카(GATTACA)가 현실로! 맞춤형 아기 시대의 도래

미래연구 포커스

미래연구 포커스

미래연구 해외동향

박보야나

① 열린 지식생태계와 미래지식창출 패러다임의 전환

이두갑

② 지식정보시대와 한국의 과제

김석현

③ 미래지향적 정책지식생태계의 활성화

권호

최항섭

⑤ X프로젝트, 대중 참여 방식의 과학기술발전 모색

박성원
박보야나, 오승희

제목
Inclusive Growth and Innovation
: A Dynamic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on a Panel of Countries

우천식, 서용석

④ 미래문해력(Future Literacy)과 한국의 미래

전문가들의 미래기술예측은 왜 빗나가는가?

STI Policy Review

Quantifying the Price Effect of Deregulation as a Pro-competition Policy
Vol.6
No.1

저자
Georges Bresson, Jean-Michel Etienne
Pierre Mohnen
Dong Ook Choi, Yunhee Kim

Towards an Innovation-driven Nation: The 'Secondary Innovation' Framework in China

Xiaobo Wu, Jing Li

Policies to Promote Green Economy Innovation in East Asia and North America

Edward B. Barbier

Technology Platforms as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Instruments
: Learnings from Industria lTechnology Platforms

Liliana Proskuryuako,
Dirk Meissner, Pavel Rudnik

전략적 불확실성의 대응 : 싱가포르 정부의 미래전략 수립 벤치마킹

박병원

(FUTURE INFOGRAPHICS) ‘배양육(In Vitro Meat)’의 미래

오승희

① 포스트휴먼을 향한 인간의 미래?

이종관

The Objectives and Govern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 A Preliminary Comparative Analysis

Chansong Lee

② 포스트휴먼시대 인공지능과 미래 경제 트렌드

조용수

Aging and Scientific Performance : An Empirical Study on Korean University Researchers

Sungchul Chung

③ 포스트휴먼시대의 과학과 의학

강신익

Emerging Practices in Foresight and Their Use in STI Policy

④ 포스트휴먼시대 인간과 기술의 소통모델 : 네트워크 사이보그

이원태

⑤ 포스트휴먼시대의 정치사회적 쟁점

이상욱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 A Political Review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ountries

기획연재

글로벌 트렌드의 한국적 해석 : 경제편
- 글로벌 경제 트렌드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시론

홍성주

미래연구 최신동향

2015 STEPI International Foresight Symposium 소개

윤정현

통계 너머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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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Smoking’의 미래

되돌아보는 미래

Autumn
2015

발간일

박성원

기획연재

Summer
2015

권호

극단으로 치닫는 세계를 피할 수 있는 실낱같은 기회들

FUTURE
INFOGRAPHICS

Spring
2015

저자
이상엽

미래연구 포커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연차보고서

Vol. 6
No.2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in Korea
Global STI Capacity Index
: Comparison and Achievement Gap Analysis of National STI Capacities

Cornelia Daheim, Sven Hirsch
Youngbok Ryu
Jonghwa Choi
Kwang Ho Lee, Ahjung Lee
Tariq Bashir, Jim Platts, Tim Min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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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칼럼

제목
스마트폰의 미래

위탁과제 연구

수탁과제 연구

STEPI의 기본연구사업 중 외부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에게 연구 수행을 의뢰하여 수행한 과제보고서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수탁과제 연구보고서

(총 5종)

(총 73종)

번호

연구책임자

번호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1

중국 ICT 분야 현황 및 발전전략

한철규

1

주요 농촌진흥사업 진단 및 성과분석(2차년도)

이주량

2

에너지기술혁신시스템 분석을 통한 한국 석유정제 산업기술의 혁신과 진화모델 연구

선인경

2

201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직할 출연구기관 기관평가

양승우

3

IOT기반 스마트 팩토리와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관한 연구

김영훈

3

차세대바이오 그린21사업 기술수준 및 투자효과 분석

이주량

4

현대 중국의 경험과 혁신 타이폴로지의 재정립:한국에의 전략적 함의

은종학

4

X-프로젝트 추진 연구

박성원

5

NTIS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성/차별성 분석

이재근

5

기술규제 개선의 경제성 제고 방안 연구

정장훈

6

창조경제 성과제고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 방안

박찬수

7

치유농업 경쟁력향상 기술개발 사업기획 연구

신은정

8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홍성민

9

과학기술·ICT 외교 강화 방안 연구

이우성

10

감염병 R&D 국가전략 로드맵 기획 및 추진방안 마련

김석관

11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엄미정

12

2단계 한-UNDP 협력사업(1차년도)

이명진

13

한국소리창조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분석 연구용역

박동배

14

가속기 관련 첨단 연구장비 기술개발 및 혁신기반 구축사업

조현대

15

MEGA-탄소밸리 조성사업 예타관련 사업타당성 조사 및 B/C분석 연구용역

이우성

16

경북 국방 ICT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용역

하태정

17

미생물융복합산업 창조밸리 조성방안 연구용역

박동배

18

국방벤처밸리 조성 및 벤처기업센터 설립 방안

홍성범

19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무중심형 평가에 관한 연구

이민형

20

X연구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및 X연구사업 추진과 X마인드 확산을 위한 기획연구

박성원

21

ETRI 중점관리대상사업 성과분석

이우성

22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전략 수립

김석관

23

남북한 과학기술 용어, 기술표준, 지재권 등 기반인프라 통합준비

김종선

24

알츠하이머 조기검진을 위한 보급형 핵의학 기기 및 진단 프로토콜 개발

박동배

25

ICT 중장기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손수정

26

CMS 실험 커뮤니티 환경 분석 및 컴퓨팅자원 예측 분석연구

장병열

27

극지(연) 연구성과 수준비교 분석 및 진단 연구

하태정

28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ImpactAssessment) 체계수립 연구

황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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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연구

번호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번호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STEAM 연구사업」(가칭) 기획 연구

최종화

57

동북아 한민족 과학자를 활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이춘근

30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심층분석 및 법제화 방안 연구

김선우

58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특구 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이정찬

3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역할 재정립 및 발전 방안 연구

이민형

59

ICT 중심의 창조경제 글로벌협력 촉진방안 연구

이정협

32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및 산하작업반 활동에 관한 조사분석(2015년)

이명진, 장용석

60

2015 아시아권역 상시 협력네트워크 강화사업

이명진

33

국내외 적정기술 현황 및 트렌드 조사 분석 연구

이우성

61

산학연협력실태조사 실효성 및 조사방법 연구

김선우

34

중소기업 R&D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김선우

62

문화콘텐츠 분야 국가 R&D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세부 기술별 투자우선 순위 및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홍사균

35

제3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손수정

63

2015 KSP 사업 엘살바도르 정책자문

김왕동

36

농림축산식품 R&D 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진단

이민형

64

보건의료 R&D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방안 연구

김석관

37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이광호

65

과학영재교육기관 운영실태 분석 및 혁신방안 연구

엄미정

38

국민 안전혁신 과학기술지원전략 기획연구

박병원

66

APCTP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수립

이우성

39

칠레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진단

장용석

67

2015년 과학기술정책(아시아) 3차년도 초청연수 운영

김은주

40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연계강화 및 활성화 방안

홍사균

68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정보센터(STIC) 역량강화 과정 연수

임덕순

41

과학벨트 성과확산을 위한 기능지구 Biz-Connet 센터 구축 운영방안 연구

김선우

69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 개최

홍성주

42

사회문제 해결형 R&D 관련 필요역량 조사

송위진

70

튀니지 과학기술혁신정책 과정 연수(2015년)

임덕순

43

R&D 전문관리기관 효율화에 관한 연구

양승우

71

튀니지 기술연계정책 및 성공사례 분석 연수

임덕순

44

과학벨트기능지구·거점지구와 연계한 연구개발 서비스업 활성화방안 기획연구

최병삼

72

캄보디아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획 및 전담기구 운영관리 연수

임덕순

45

출연연 기관장 직무수행 기간과 출연연 운영시스템의 연계강화를 통한 책임경영 확보방안 연구

정미애

73

TOC(Training Officer Course) Immersion Training for BPPT Officials

임덕순

46

적정기술 국내외 거점센터와 다자(국제기구) 사업과의 연계방안 연구

이우성

47

창업선도대학 성과분석 연구용역

김선우

48

파키스탄 ITPark 건립사업 타당성조사(F/S) 용역

임덕순

49

기술혁신(KOSBIR)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김선우

50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지표 재설계 용역

홍성민

51

한-중 협력 전략 도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기획연구과제

홍성범

52

2015년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SP) 탄자니아 정책자문

송치웅

53

한-ASEAN 과학기술협력기반 구축

이우성

54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평가지표 및 운영 매뉴얼 개발

서지영

55

APEC PPSTI 운영체제 참여 및 협력사업 추진

이명진

56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지역별 진출전략 수립 연구

홍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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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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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비전 및 연혁

조직

비전과 5대 경영목표

조직도

국정의제를 선도하는 정책연구 강화
①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적합한 혁신시스템 전환연구

부원장

정책연구의 성과확산체계 구축

개방·협력 연구 확대

⑤ 정책기여 확대를 위한 기획 강화

③ 전략적 파트너쉽 확대

⑥ 성과확산의 수요지향성 확대

VISION

④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다각화

감사(비상근)

비전 및 연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원장

연구자문위원회

② 미래연구의 정책연계 강화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경영지원실

전략기획실

연혁

동향정보실

⑩ 신뢰 및 소통문화 강화

혁신기업연구센터

⑨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

⑧ 역량관리체계 구축

기술규제연구센터

세종시 시대에 대응한 조직문화 정착

⑦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체계화

미 래 연 구 센 터

역량기반 인재경영시스템 구축

글로벌정책연구센터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

산업혁신연구본부

이바지하는

혁신정책연구본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에

동향・지표팀

연구기획팀

인사총무팀

홍보・발간팀

기획예산팀

재무회계팀
지식정보팀

인원

2015년 / 2016년 예산
단위: 백만 원

2015년

1987

2005

1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7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 설립

개정(2005.5.31)에 따라

1993
5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확대 개편

지출

84명
행정직 12명
임원(원장) 1명
연구직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연구기관으로 소속 변경

2011
8월 제12대 송종국 원장 취임

시설비
1,234
인건비
8,393

연구사업비
11,172

연구개발적립금
101

경상운영비
1,759

수입
정부출연금
15,038

자체수입
6,958

기타
663
합계 22,659

2016년

2014
9월 제13대 송종국 원장 취임

1999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제사회연구회 연구기관으로 소속 변경
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이관
4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정책연구 기능 인수
5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개원

96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연차보고서

총

97명

시설비
949

지출
연구사업비
14,101

인건비
9,165

연구개발적립금
771

경상운영비
1,732

수입
정부출연금
15,290

자체수입
9,048

기타
2,380
합계 2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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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원

장

email(ID@stepi.re.kr)

실

전문연구원

강민지

mjkang

【 동향·지표팀 】

연

구

원

손수아

sasohn

구

원

오진숙

jinsookoh

장

송종국

jksong

연

구

원

모미령

momr

팀

장

강희종

kanghj

연

행

정

원

하선영

withhsy

행

정

원

고미연

mygo

연

구

원

김태양

taeyang58

【 R＆D 제도 혁신팀 】

행

정

원

하순영

syha

【 기획예산팀 】

연

구

원

이세민

smlee

팀

장

양승우

swyang

원

양진철

yangjc

연

구

원

임수연

sylim

선임연구위원

이민형

mhlee

장

이정원

leejw

선임연구위원

장진규

jgjang

부

원

선임행정원

김지현

jhkim1108

연

구

원

조은선

joeunsun

부연구위원

이명화

mlee

행

박종석

jspark

【 홍보·발간팀 】

부연구위원

신은정

ejshin

정

원

장

홍정임

jnhong

연

구

원

손재원

jaewonson

선임행정원

최 미

miyaa

연

구

원

김영린

ylkim

팀
경영지원실

부연구위원

이정찬

jlee

부연구위원

안형준

hjan

실

장

김형수

kimhys

연

구

원

서현정

shj999

연

구

원

정원교

wkyjung

부연구위원

우청원

woocw

책임행정원

한미영

hanmy

행

정

원

유민혜

srdrd13

연

구

원

최도현

choidh

연

구

원

김지선

jskim0927

선임행정원

이선희

monica

행

정

원

장상근

sgjang

【 R＆D 성과분석 및 영향평가팀 】

연

구

원

정효정

hjung

선임행정원

오윤정

ohyoon

행

정

원

최아람

aram0077

팀

행

정

원

김선화

suna84

행

정

원

장미래

mrjang

행

정

원

최지영

jy0207

감

사

실

감사(비상임)

박하영

감사자문위원

박평규

ppk

【 인사총무팀 】

행

김민준

jjun88

팀

정

원

명예연구위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장

이세준

sjlee

선임연구위원

조현대

hdcho

본

부

장

전대관

jundk

선임연구위원

안두현

dhahn

장

황석원

hsw100

선임연구위원

홍사균

sghong

부연구위원

오승환

ohsh

연

맹지은

mje124

구

원

산업혁신연구본부

행

정

원

정의호

cyberjeh

선임연구위원

배용호

yhbae

본

장

김석관

kskwan

행

정

원

정정환

jjh9917

부연구위원

장필성

psjang

연 구 위 원

김형주

hjkim

부

명예연구위원

신태영

tshin

행

정

원

이수연

sylee

부연구위원

정미애

miaejung

연 구 위 원

손수정

sjsohn

명예연구위원

윤문섭

msyun

행

정

원

이우현

whlee

연

구

원

이혜진

hyejinlee

연 구 위 원

장병열

jangpy

명예연구위원

이재억

jolee

행

정

원

박수창

scpark

연

구

원

정윤성

v4doosan

연 구 위 원

최병삼

bsamchoi

명예연구위원

임기철

kchlim

【 재무회계팀 】

연

구

원

정현주

stat93

연 구 위 원

하태정

hhhtj

명예연구위원

황용수

yshwang

팀

연 구 위 원

박찬수

pcs1344

초빙·방문연구원

장

이상병

leesb

【 사회기술혁신연구단 】

선임행정원

곽미선

mskwak

단

장

송위진

songwc

부연구위원

임영훈

limyh96

행

정

원

김보영

bykim

연 구 위 원

김종선

jskim

연

구

원

이다은

lde8892

초빙연구위원

이일수

islee2022

행

정

원

이승현

leeshyun

연 구 위 원

성지은

jeseong

연

구

원

김만진

mj7980

방문연구원

정재용

jychoung

행

정

원

최미나

mina

부연구위원

장영배

ybchang

연

구

원

유 진

jinyoo815

연

구

원

정서화

jsh

연

구

원

유지은

youje8

구

원

한규영

han2me

연

구

원

채윤식

ggumtle07

【 지식정보팀 】

전략기획실
실

장

엄미정

【 연구기획팀 】
팀

장

김승현

나상현

nsh

연

라경민

lakm

【 인재정책연구단 】

행

김용일

yikim

단

정

원

shkim

책임행정원

한상수

sshan

선임행정원

조경화

k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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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정보실
실

장

김기국

kkkim

【 그린바이오연구팀 】

장

홍성민

hsamu

팀

장

이주량

jrlee

연 구 위 원

박기범

soli

연 구 위 원

박동배

dbpark

연 구 위 원

조가원

kawoncho

연

구

원

박은진

park0323

부연구위원

성경모

lumilyon2

연

구

원

심성철

scshim

연

손경현

sonkh5354

연

구

원

추수진

joosch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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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장

팀
부원장실

【 헬스케어혁신연구팀 】

연

구

원

진설아

sulajin

연

구

원

조소영

sycho07

구

원

이예진

yjlee16

장

김왕동

wangdkim

장

정기철

gcjeong

연

구

원

최수민

sumin

연

부연구위원

정일영

iljung

연

구

원

홍창의

aretehong

【 기술혁신협력팀 】

연

김가은

gaeunk

연

구

원

정효경

jhk2016

팀

팀

구

원

글로벌정책연구센터

기술규제연구센터

구

원

선주윤

juyoonsun

연

구

원

이선아

seona247

장

김은주

ejkim

장

이우성

leews

센

장

이광호

leekh

【 인적역량팀 】

선임연구위원

이명진

leemyjin

부연구위원

최종화

jhchoi

팀

선임연구위원

이춘근

cglee

부연구위원

정장훈

musiqjh

연

구

원

김지원

jiwonkim1

선임연구위원

장용석

jang

부연구위원

조용래

yongra

연

구

원

권미정

mjkwon

연 구 위 원

이정협

jhlee

연

구

원

이주영

leejyljy

【 동북아사업단 】

연

구

원

김성아

sylvia

연

구

원

김은아

meunam

단

장

홍성범

sbhong

연

구

원

김아람

aram0629

센

터

터

혁신기업연구센터

연

구

원

손은정

s6623629

연

구

원

유 철

liuzheyes

장

장용석

jang

연

구

원

김지선

twinkle6232

연

구

원

김지영

jykim

센

연

구

원

남달리

drnam

【 기업가정신연구팀 】

연

구

원

박선희

sunnyp

부연구위원

김영환

younghwankim

연

구

원

유하영

yukawa

연

구

원

윤성빈

simonyun

부연구위원

이정우

jungwoolee

연

구

원

이원철

liyuanzhe

연

구

원

정유성

yspcb

연

구

원

손하늬

sonhanei

【 사업관리팀 】

연

구

원

최용인

luciachoi

연

구

원

오지선

jsoh1219

선임행정원

정수정

chungsj

연

구

원

이나현

bona

연

구

원

손준호

sondndn

연

구

원

김윤혜

yunhye12

연

구

원

명진욱

jinwookm

【 중소기업연구팀 】

연

구

원

심지연

sjy

연 구 위 원

임채윤

lcy

연 구 위 원

이윤준

caelee

미래연구센터

터

장

김선우

kimsw

박병원

bwonpark

부연구위원

양현채

hcyang

연 구 위 원

서지영

science

연

구

원

김동현

dhkim

연 구 위 원

이성호

slee1009

연

구

원

박기윤

parkky88

연 구 위 원

홍성주

sungjoo

부연구위원

박성원

spark

전문연구원

윤정현

yjh5791

센

연

구

원

김은희

ehkim

【 한-에티오피아협력센터 】

연

구

원

김선지

sjkim1122

센

터

장

임덕순

yimdeoks

연

구

원

박현정

hjpark02

연

구

원

박신애

sinae

연

구

원

백혜리

back38

【 협력기반팀 】

연

구

원

우수진

sjwoo

팀

장

송치웅

cusong

연

구

원

오승희

oshjwu

연

원

박건희

ghpark0126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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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사업단 】
단

장

센

임직원 현황

연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터

구

장

조황희

h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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