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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과학기술정책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는 창조경제 패러다임과 같은 맥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고틀은 물론 각종 제도와 문화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과학기술에서 투자, 인력, 인프라, 제도 등 투입요소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창의적 인력 양성과 전략적인 투자는 물론 이들 요소들이 어떻게 창의적 성과로 결실을 맺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하느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2016년 한 해 STEPI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창의적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연구개발의 효율적 혁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STEPI는 경제발전, 삶의 질 향상, 국제사회 기여
라는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추구하면서 정책 니즈를 반영한 주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즉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 4차 산업혁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과학기술혁신기반 조성,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발전 방향 수립, ODA를 통한 개도국 기술혁신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우선 창의적 연구개발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 R&D 혁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R&D 사업
수행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R&D 전략과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은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였고,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 평가체계의 확립도 같은 맥락에서 연구했습니다. 둘째로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술융합과 산업
융합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글로벌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STEPI는 4차 산업
혁명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 추동 요인과 기술혁신의 패턴을 산업별로 분석하였습니다. 4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규제혁신의 중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확산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종청사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미 STEPI는 규제개혁과 융합연구를 전담 연구하는 기술규제연구센터, 기업가정신과
창업 생태계를 전담 연구하는 혁신기업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정책연구를 한층
체계화하였습니다. 미래연구는 정책의 선행적 연구이자 과학기술을 경제사회의 메가트랜드와 연계하여 상호임팩트를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습니다. 과학기술혁신협력을 ODA사업의 핵심 수단으로

2016년 세종국책연구단지 시대에도
STEPI는 전문성과 수월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책대안을 찾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대개도국 협력은 물론 인력교류와 신시장 개척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국제기술혁신협력
센터를 중심으로 협력네트워크와 협력전략 수립을 계속 강화했습니다.
STEPI는 정부기관, 대학, 언론계, 연구기관을 망라한 전문가 네트워크도 계속 확충했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
과학기술정책 현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다양한 의견 및 대안을 토론하는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은 1998년에 처음
시작된 이래 2016년에 어느덧 400회를 넘었습니다. 이 밖에도 본 연차보고서에는 STEPI가 2016년 한 해 동안 수행
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빠짐없이 수록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 정부 관계자 및 모든
국민들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종에서의 지난 2년을 포함하여 30년 동안 STEPI에 변함없는

STEPI가 세종국책연구단지에 자리를 잡은 지 어느덧 2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7년간의 서울시대를 역사로 남기고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STEPI는 앞으로도 과학기술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스스로 서고 책임을 지는(而立) 서른의 나이에 가까이 왔습니다. 2016년 한 해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름 그대로

우리 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정책의 학제적 융합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종 국책연구기관과 대덕 과학기술연구기관 간의 협력에도 함께
노력했습니다. 과학기술이 국내 리그로 남아서도 안 되며, 과학기술만의 리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글로벌 협력과
학제적 융합은 이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명제이자 실천과제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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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구사업 특징

과학기술혁신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로서, 사람과 사회 그리고 시대
정신과 소통하는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정책,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등을 모토로 정책
연구에 매진해 왔다. 특히 2016년에는 국가적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정책

개선을 위한 이슈와 대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인력 육성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대안의 제시를 위해 「과학기술인력의 연구환경 진단과
대응」,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미래산업·신산업 분야 인재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취·창업 지원방안 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기술 발전방향 수립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창조하고 미래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를 중장기 중점 연구사업으로
추진하여 한국의 미래전략연구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과학기술정책

미래 경제·사회 변화의 기회를 발굴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선제적 전략을 수립하고자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 「혁신제품 확산효과의 예측모형 연구」,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미래전 대응 국방연구개발시스템 발전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6 연구사업 특징
기술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과학기술

혁신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기술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과학기술정책
‘창업대중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수행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기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Young Innovators 포럼’을 개최하여 창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도모하는 과학기술정책

또한 우리 사회의 혁신 취약지대인 지역과 사회적 경제 등이 혁신체제 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래기술 발전방향 수립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2016년 주요 정책연구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 기여, 과학기술혁신기반 조성 기여, 미래기술 발전방향 수립,

세분화된 전환 마련을 위해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 「디지털 사회혁신의 활성화 전략 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기술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국제사회 발전 기여라는 범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를 발굴하고, 개발도상국에는 과학기술혁신의 성공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 외교 전략 수립을 위해 「포용적 혁신과 글로벌 협력 전략」, 「SDGs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외교전략」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통해 국제사회에 주요 과학기술 혁신의제를 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다년간 축적된 과학기술 ODA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와

국가연구개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와 민간의 자생력 부족, R&D 투자

개도국 개발기구에서 한국의 혁신정책 및 과학기술 발전사례를 확산하였다. 나아가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에

효과 미흡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개발투자에서

대한 효과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분석과 협력 과제」,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R&D 투자 영향평가 기반구축 및 시범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문제 해결 중심, 시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연차보고서

STEPI 2016 Annual Report

11

2016년 연구사업 특징

First Mover형 국가혁신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한국 과학
기술 50년, 기획조사 연구」, 「전환기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대안 탐색」 연구를 통해 혁신시스템 측면의 변화와

2016 연구실적 목록
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배용호

02

과학기술인력의 연구환경 진단과 대응 -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

홍성민

03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양승우

2016
-01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제1장 서론 | 제2장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 문제 | 제3장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구조 분석 | 제4장 국가연구개발

정책
연구

조사
연구

정책
자료

12

투자의 효과 분석: 정부와 민간의 투자 효과를 중심으로 | 제5장 정부 연구개발투자 수단의 효과분석: 정부 정책수단의
민간 투자 효과를 중심으로 | 제6장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사례 분석: 미래성장동력 사례를 중심으로 | 제7장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 제8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04

R&D 투자 영향평가 기반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황석원

05

지역 기반의 지식 트라이앵글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방안

김형주

연구책임자 배용호

06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조현대

참여연구원 황석원, 정장훈, 서병선, 정현주, 김지수

07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박기범

08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연구 성과물 공개정책과 과제

신은정

09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

이광호

10

농업과학기술 혁신체계의 진화와 선택: 국가간 비교연구

이주량

11

혁신제품 확산효과의 예측모형 연구

정기철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의 역할 분석

최병삼

-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장 기여도를 국가 전체, 연구개발 단계,

12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1차년도)

13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최종화, 정장훈

14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

조용래

15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부상과 대응 전략

정일영

16

포용적 혁신과 글로벌 협력전략

장용석

연구 목적

기업 차원에서 분석
- 정부 연구개발투자 정책수단의 다양화 및 유형화 측면에서 민간의
연구개발에 대한 효과성 평가

17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분석과 협력 과제

이춘근

18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 탐색연구

홍사균

19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박성원

20

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김승현

-연
 구개발투자 포트폴리오 분석에 의거, 연구개발 단계, 기술분야,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정당성 확보, 정책 및 예산 효율화 관점에서

21

미래산업·신산업 분야 인재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홍성민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 제정방안

양승우

역할 분담 방안 모색

23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이명화

24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 방안 수립

박성원

25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분석 및 플랫폼 구축방안

이민형

26

전환기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대안 탐색

이세준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구조 분석

주요 내용

27

디지털 사회혁신의 활성화 전략 연구

김종선

- 연구개발 단계별 정부와 민간의 투자 구조는 모두 개발연구 중심

28

SDGs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외교전략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이우성

- 미래 신기술별 정부와 민간의 투자 구조는 모두 IT가 많으나 정부는

29

한국 과학기술 50년, 기획조사 연구 - 과학기술 50주년 성과 분석 및 확산에 관한 연구 -

홍성주

30

2016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김기국

BT, ET, 민간은 NT, ET의 순으로 정부는 다가오는 바이오경제에

31

2016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조가원

32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서지영

2016년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배용호

34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Ⅷ

박병원

35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사업 Ⅶ

박찬수

대비하는 모습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과 분석
- 1970~2013년까지 경제성장에 대한 자본 기여도는 41.56%, 노동
기여도는 20.96%, 정부와 민간 R&D 기여도는 39.12%

36

2016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환경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홍성범

- 장기균형관계를 보면 정부 연구개발스톡과 민간 연구개발스톡은

37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2차년도) - 농업·농촌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연구 -

송위진

38

2016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김선우

정(+)의 관계이며,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민간 R&D 투자를 보완

39

기술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노동시장 분석

홍성민

40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조가원

41

미래전 대응 국방연구개발시스템 발전 방안

하태정

42

이공계 박사후과정연구원(포닥)의 경력 경로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정책 모색

성경모

- 기업규모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의 산출 탄력성은 U-자형 형태로

43

G20 정상회의와 과학기술혁신 아젠다 연구

이우성

기업규모가 작거나 커질수록 연구개발투자의 산출 탄력성은 증가

44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방안 기획연구

최병삼

45

2016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연차보고서

정책연구 2016-01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배용호·정장훈·황석원·서병선·고명주ㆍ정현주·김지수

비매품
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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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투자 수단의 효과 분석
-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가능성에 있어서 정부 연구개발사업과 자금·
조세 지원 등 경제적 유인책은 정(+)의 효과를 가지나 공공구매의
효과는 공공구매가 확대될수록 기술혁신에 부정적 영향
- 경제적 유인, 정보제공, 판로지원은 민간기업의 혁신성 확대에
긍정적 영향
- 자금 및 조세지원의 경제적 유인은 민간기업 기술개발의 독창성에
긍정적 영향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역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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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분류

01

하는 관계
- 연구개발 단계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개발연구, 기초연구, 응용
연구의 순

■정부와 민간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조사
-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보완 및 유인
-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성과 제고

정책 대안
■정부 연구개발투자 효율화
- 경기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민간 연구
개발투자 역량 보완을 위한 지렛대로서의 역할 수행
- 부처 내, 부처 간 중복투자 해소를 위한 플랫폼 R&D 지원사업의
확대 및 경쟁형 예산배분구조의 도입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 연구 단계에서는 기초연구 확대, 산업 측면에서는 취약산업
보완과 기업규모 차원에서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정부 지원수단의 전환
- 기업의 자유성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에서 투자, 융자, R&D
바우처 등 시장 중심으로의 지원방식 전환
- 신기술 영역의 사업화 산업발전을 위해 R&D와 공공구매의 연계
및 새로운 성장동력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확대 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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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과학기술인력의 연구환경 진단과 대응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홍성민

연구책임자 양승우

참여연구원 성경모, 박기범, 조가원, 엄미정, 김소영, 김유선, 손경현, 오진숙, 정미나

참여연구원 이민형, 이명화, 신은정, 이혜진, 김영린, 김재경

연구 목적
■출연(연)의 연구환경에서 나타나는 취약점을 파악한 후, 그
취약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언
-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구환경에 대하여 시스템적인 종합 진단을
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 진단을 실시하는 데 초점

주요 내용
■연구환경 진단의 틀
- 진단 관점은 연구자 개인의 미시적 관점 : 연구자 개인이 연구
활동을 준비하고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객관적인 연구환경을
분석하고 진단
- 출연(연)연구환경은다층적구조:외부의제도적환경으로국가 R&D와
출연(연) 정책 등이 있고, 내부 환경으로 연구활동 프로세스,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 등이 있으며 가장 근접한 환경으로
연구팀 고려
- 다층적 연구환경 구조 내부에 있는 세부 연구환경 요소들은
Jordan et al.(2003)에서 중요한 연구환경 요소로 파악한 36개의
핵심 요소에 근거하여 재정리

■출연(연)의 연구환경 진단 결과
- 양적 성과(논문, 특허 등)를 추구할 때에는 핵심 연구주제를 지속적
으로 연구할 연구팀의 존재가 핵심 요소
- 질적 우수 성과로 대변되는 대표성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구
개발 프로세스와 지원수준을 높이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
- 연구전념도는 대표 성과의 성격에 따라 다른 수준이 필요하게 되고,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는 매우 집중도가 높아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

■우리나라 연구환경 개선 정책의 한계
- 연구환경 개선 정책은 다층적이고 많은 세부 요인들에 대한 종합
적인 현황 진단에 바탕을 둔 정책 기획과 추진이 필요한 영역이나
진단과 기획 활동 모두 미흡
- 출연(연) 운영 시스템까지 포함한 가장 최근의 정부 R&D 혁신
방안의 경우 좀 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예산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한계를 보임

연구 목적
■정부 R&D 시스템 진단과 이에 기반한 정부 R&D 전략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 국가 과학기술정책 전환기의 국내외 혁신환경 분석을 통하여
Relevance 및 Excellence 관점의 정부 R&D 전략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정책 개선방안
- (종합적인 환경 개선 정책의 기획과 추진) 주기적인 연구환경
진단 체계 구축과 진단 결과를 종합적인 출연(연) 정책의 기획 및

효과성 제고방안 도출

중장기 연구성과 평가 체계의 구축과 신진 우수 연구인력 확보
전략 추진
- (인적자원과 경력 개발 프로세스 개선) 연구성과 제고와 연계될 수
있는 출연(연) 연구역량 프레임워크 개발과 체계적인 경력개발
지원제도 구축
- (기관 운영 프로세스 개선) 획일적인 기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 성과평가 체계의 개선과 위탁 경영을 포함한 경영 자율성
강화 추진

■정부 R&D 전략 개선방안
-정
 부 R&D 전략기획 및 정책조정 기능의 단순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및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을 도모하는 방안 모색
- 현행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과 국가 재정운용 시스템상의 연계
관계에서 제기되는 부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정 계획 간
- 지속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전환 및 선도형 연구개발
전략으로의 전환

- 정부 R&D 사업의 역할 재설정을 통한 융합 등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부처 간, 부처 내 의사결정 조정 메커니즘 재설계,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추진 체계에 반영
-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 정책) 연구환경 개선의 핵심 정책으로

정책 대안

연계 강화

■연구개발 관련 조직의 유연성 확보와 정부 R&D 생산성 및

정책 대안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

■정부 R&D 전략 구현을 위한 정부 및 집행 조직의 거버넌스
개선방안
- 국가 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재편방안

주요 내용
■대내외 혁신정책 환경 변화와 정부 R&D 운용 성과 진단
- 대내외 혁신정책 환경 변화와 정부 R&D 운용 성과를 진단하고
국내외 선행연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 도출

- 과학기술 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재편방향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기능 재편방안
- 연구관리 전문기관 조직 및 기능 재편방안
- 과학기술 분야 원로그룹(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중심의 자문 기능 재편방안

■ 외국의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분석
-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우리나라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진단

■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헌법 및 정부조직법, 과학기술기본법, 연구성과평가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법제, 국가재정법 개정 방향 및 (가칭)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란 법률 제정방향 제시

- 국정 어젠다 및 정부 R&D 최고전략으로서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정부 R&D 추진체계와의 관계를 분석
- 국정 어젠다 구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현행 법제도상의 쟁점을
분석하여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설정

- 기관운영 프로세스와 인적자원 및 경력개발 프로세스 수준은 양적,
질적 성과 전반에 걸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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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 대내외 정부 R&D 전략 및 추진체계의 진단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부 R&D 전략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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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분석: 70개 세부지표별 분석 | 제11장 R&D 투자의 사회적 영향과 2030 투자 방향: 15개 영역별 분석 | 제12장
결론

정책연구 2016-04

R&D 투자 영향평가 기반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차년도

산업 간 스필오버 효과 분석 | 제7장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 | 제8장 R&D 사회적 영향분석을 위한 사회변화
지표 체계 | 제9장 미래 사회변화와 R&D 영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제10장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정부 R&D

지역 기반의 지식 트라이앵글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방안

지역 기반의 지식 트라이앵글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방안

1

제1장 서론 | 제2장 지역혁신과 대학: 대학의 새로운 역할의 필요성 | 제3장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보여주는 선도 사례

황석원·오승환·우청원·장필성·홍사균
강희종·최창택·김기환·이재진·김지훈

분석 | 제4장 한국 대학과 지역 간 새로운 파트너십의 가능성과 한계 | 제5장 지역혁신에 기여하는 대학의 새로운 역할

)

강화 방안

연구책임자 황석원

■우리나라는GDP대비R&D투자비중이세계1위를달성한이후
과연 투자한 만큼 또는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영향이 창출이
되고 있는가 질문 제기

값 10,000원

93300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참여연구원 성경모, 임영훈, 고병옥, 이다은, 채윤식

- 15가지 삶과 사회 영역별 정부 R&D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영역에 집중되어 대부분의 사회 영역에 대한 정부 R&D
투자가 소홀
- 15가지 사회 영역 관점에서는 가상 사회문제, 정부 서비스,
순위가 높음

- 정부의 기업 지원 R&D 투자가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
- 기업의 자체 R&D 투자 유인, 기업의 고용과 투자, 매출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분석 대상

정책 대안
■기업 R&D 지원 방식 개편
- 민간 R&D 증가율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기업 R&D 지원 효과성 제고 및 민간 R&D 투자 활성화

■사회적 영향평가
- R&D 투자가 기술 기반 사회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방안 필요

연구 목적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정부 R&D의
경제적 영향분석 수행
-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고용, 매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질적 성장(수익성 제고)에는 부정적 영향
-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 결과, 지원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비지원기업에 비해 5년 후 각각 14.6%, 15.5%
더 증가(반면 수익성 지표인 ROA는 5년 후 –3.5%로 더 감소)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전문가 예측을 토대로 정부 R&D의
사회적 영향분석 수행
- 15가지 삶과 사회 영역의 70개의 사회변화 지표를 수집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정부 R&D의

김형주·성경모·임영훈·고병옥·이다은·채윤식

비매품

9 788961 124225
ISBN 978- 89- 6112- 422- 5

정책 대안

■지역혁신정책과 산학협력정책 추진 20여 년을 맞아 지역과

■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전략: 대학

대학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지역혁신을 위해 대학이 기여할 수

캠퍼스 주변을 창업 및 혁신공간으로 개발하는 대학의 역할

있는 역할을 새롭게 진단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

지원
- 대학 캠퍼스는 잠재적 창업자인 인력풀을 보유하는 유력한 창업/

주요 내용
■지역혁신에 기여하는 대학의 새로운 역할 분석을 위한 연구
틀로서 지식트라이앵글

스타트업 지원공간이며, 이에 따라 대학 캠퍼스 주변을 창업공간
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발전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계하도록 대학과
지자체 파트너십 지원이 필요

- 지식트라이앵글은 지식의 형성을 연구, 교육, 혁신 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개념적 도구
- 최근 OECD에서 연구, 교육, 혁신 정책 부문의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제로 제기

- R&D 보조금 재원의 상당 부분(50% 수준)을 상환조건부 R&D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

주요 내용

지역 기반의 지식 트라이앵글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방안

93330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9 788961 124218
ISBN 978-89-6112-421-8

교육, 일, 안전, 주거와 가정생활이 정부 R&D 영향 관점에서 우선

■경제적 영향평가(1차 시범분석 : 미시적 관점)

정책연구 2016-05

연구책임자 김형주

참여연구원 오승환, 우청원, 장필성, 홍사균, 강희종, 최창택, 김기환, 이재진, 김지훈

연구 목적

: : www.stepi.re.kr : :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제1장 서론 | 제2장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분석 체계 및 1차 시범분석 결과 | 제3장 기업 R&D 지원제도의 활용과
성과 | 제4장 중소기업 R&D 지원의 경제적 영향 | 제5장 정부 R&D 정책조합의 경제적 영향분석 | 제6장 정부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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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의 지식 트라이앵글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방안

R&D 투자 영향평가 기반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투자 영향평가 기반구축 및 시범분석

R&D 투자 영향평가 기반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R
&
D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ployment) 거점으로 대학의 역할
강화 전략 : 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지자체
파트너십 프로젝트 지원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보여주는 선도 사례 분석

- 출연(연)과 대학을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의 상당 부분(20%

- 지역과 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해온 역사적 배경을 가진 서구의

수준)을 R&D 바우처로 전환하여 민간 R&D 활동과 연구기관/

대학들은 기술이전과 고급인력 공급 등 전통적인 산학협력 이외에

대학 연계 강화

최근 부상하는 도시기반 혁신(urban innovation)에서 핵심적인

-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
데이터의 수집, 관리, 분석 등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대학의
역할강화 필요

역할을 하는 등 지역혁신을 위한 역할을 확대

■과학기술혁신 기반 사회변화 대응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이런 맥락에서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보여주는 서구의 사례들을

■지역과 대학 간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 전략 : 국가

- 건강, 안전, 에너지 및 자연환경 등 전통적으로 투자가 활발한

발굴하고 지역의 이슈와 범위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대학을

분야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 거래하는 방식, 이동하는 방식,

고려하여 4개의 지역-대학 파트너십 선도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

-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한국 대학이 지역혁신에

■한국 사례에서 도출된 대학과 지역 간 새로운 파트너십

있으며, 이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간 성공적인 협력관계 형성의

교육, 여가 등의 분야에도 실제 사회적 영향 창출을 목표로 연구
개발 투자 확대

: 가능성과 한계

중심의 대학 거버넌스를 지역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비중을 증가시킬 필요가
기반으로 작용

- 기존의 산학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지식트라이앵글 관점에서
한국 대학과 지역 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사례를 분석하여
그 가능성과 한계를 제시

영향 예측
· 세부지표 관점에서는 해킹, 사이버범죄, 재난재해, 범죄, 자살,
환경오염, 헬스케어, 로봇산업, (초)고속철도, 이동 속도, 전기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등이 정부 R&D 영향이 큰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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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정책연구 2016-06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 : www.stepi.re.kr : :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 : www.stepi.re.kr : :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정책
연구

정책연구 2016-07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제1장 서론 | 제2장 연구개발성과의 질과 질적 평가: 철학, 논의 및 올바른 접근 | 제3장 현행 국가연구개발 사업·
제1장 서론 | 제2장 연구의 자유와 책임: 개념적 이해 | 제3장 연구의 자유 개념의 변화 | 제4장 우리 대학연구의 자율과

과제의 평가제도 | 제4장 해외주요국의 연구개발사업 질적 평가의 주요 이슈별 사례분석과 시사점 | 제5장 질적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기조의 변화 방향 | 제6장 국가연구개발 유형별 질적 평가 체계 구축 방안 | 제7장 종합 및 결론

연구책임자 조현대

연구책임자 박기범

참여연구원 홍사균, 송완흡, 성태경, 김명관, 오윤정, 정윤성

연구 목적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인식·
접근의 정립 및 평가방식·제도 개선방안 제시

값 7000원

93300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체계적으로 마련

참여연구원 홍성민, 홍성주, 오진숙

- 기초연구(과학적 성과 중심), 원천연구(기술적 성과 중심), 단기
산업기술개발(경제적·사업적 성과 중심), 중장기 산업기술개발
(경제적·산업적 성과 중심)

연구 목적
■연구의 자유는 창의성의 근원이며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연구의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면서 무제한적 자유
보다는 자율과 책임의 조화가 중요하게 대두

정책 대안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 재정립

- 지금까지 선언적으로만 제시된 연구의 자유가 어떤 요소로 구성

■연구개발성과의 질과 질적 평가 : 철학, 논의 및 올바른 접근
모색
- 연구개발성과의 질에 대한 논의 배경, 질적 평가(정성평가) 관련
기존 개념 논의와 의미 파악 및 본질적이고 질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인식·접근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평가제도 분석
- 국 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평가제도 진화과정, 평가체계 및
평가방식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립
- 질적 평가의 강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동료평가

방법 차별화 방식 등 주요이슈별 해외 주요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제 질적 평가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질적 평가 강화를 위한 평가기조의 변화 방향 설정
- 성과의 양 중심이 아닌 질의 개념에 입각한 성과평가 마련 및
대표성과 중심의 질적평가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의 경우 자율성에 기반한 질적 평가 구축,

■이를 토대로 우리 공공연구의 자율과 책임성의 수준을 진단하고
대학 연구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

■질적 평가 운영체계 혁신

■연구의 자유 개념의 변화

- 성과의 질에 대한 평가기법(심층 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뷰,

- 연구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연구주제, 이론과 방법의

참여관찰 등) 활용 강화
책임의 확대
- 평가자 선정방식 개선과 교육을 통한 자질 능력 높은 정성평가자
선별 및 육성

선정, 결과의 발표에서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

- 성과 압박과 연구비 수주 경쟁 등 환경에 따라 대학 연구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

■연구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 우리 대학 연구의 문제는 자율성의 부족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 이는 자율을 부여한 정부나 관리기관 등 감시자가 생각하는 책임과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책임의 차이가 빚은 결과

■ 대학연구 지원의 방향
- 기초연구와 목적성 연구의 구분없이 혼재된 현재의 연구비 지원

시장지향적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연구의 자유 개념과 함께 연구비

방식은 사업의 비효율성과 함께 대학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책임성을

지원 방식도 변화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

- 연구의 상업화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의 지원보다는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경쟁적 배분 방식의 R&D 지원이 증가

질적평가 방안 제시

책임성에 대해서는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

- ’80년대 이후 공공 R&D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연구도

-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장기 불확실 연구는 최소한의 법적 책임성과
전문적 책임성이 요구되며 대학이 더 잘 할 수 있는 연구는 성과의
우수성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요구

■연구 속성에 의한 유형별 질적 평가 강화
- 기초연구/원천연구/단기 산업기술/ 중장기 산업기술의 유형별

생각하는 반면 사회경제적 성과나 국가경쟁력 제고 등 정치적

부조화에 있음

주요 내용

- 평가 주관오피서(officer)와 PD 등 책임관리자의 역할, 권한 및

- 제도적 책임성의 유형 중에서는 법적 책임성을 가장 중요하게

정책 대안

방식의 활용 강화

■해외 주요국의 관련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질적 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 기법 활용 및 평가항목별 평가

93300

9 788961 124249
ISBN 978- 89- 6112- 424- 9

되며 공공연구의 책임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

- 전문가의 전문성에 입각한 본질적이고 질적인 성과평가의 중요성·

주요 내용

값 6,000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9 788961 124232
ISBN 978-89-6112-423-2

- 국가연구개발의 본질적 성과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방식 개선과 이를 위한 제도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박기범·홍성민·홍성주·오진숙

책임 현황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조현대·홍사균·송완흡·성태경·김명관·오윤정·정윤성

■공공연구의 책임성
- 공공의 재원이 투자되고 연구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 국민의

- 기초연구의 경우 전문적 책임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상향식 지원을
늘리고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

대리인으로서 행정적인 책임성도 요구됨
- R&D의 경우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
(responsibility)이 모두 요구되며 자율성의 수준과 통제의 근원에
따라 관료적, 법적, 전문적, 정치적 등 4가지 유형의 개념으로
구분 가능함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의 경우 사람(평가자)의 전문성에 기반한
현장 중심 질적 평가 강화

■국가연구개발 유형별 질적 평가 구축 방안 제시

■우리 대학부문 연구의 자율과 책임성 수준
- 우리 대학 연구자들은 연구의 전 영역에 걸친 자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현재 본인은 크게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인식

- 주요 연구개발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질적 평가

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연차보고서

STEPI 2016 Annual Report

19

08

09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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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

2016
-08

정책연구 2016-08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연구 성과물 공개정책과 과제

연구책임자 신은정
값 6000원

93330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정책 대안
■연구성과물 공개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

- 국 내외적으로 공공연구의 성과물을 공개·공유함으로써 그

-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공개 규정을 넘어서서 규정 준수시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이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연구자가 그 편익을 예상하고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성과물을 직접 공개·공유하는 연구자들의 이해와 행태를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
- 연구성과물 공개에 대한 대안적 크레딧 부여 및 인정시스템
구축 필요

분석
- 성과물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려할 요인들을 진단

제1장 서론 | 제2장 문헌연구 및 연구방법 | 제3장 자동차 산업 | 제4장 디스플레이 산업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여연구원 조용래, 우청원, 정장훈, 최종화, 이주영, 유상욱, 이충현, 김은아, 김명순

연구 목적

■오픈사이언스 및 연구성과물 공개 정책의 개념 및 범주 설정
- 오픈사이언스의 학술적 개념과 정책적 개념 검토
- 공공연구 성과물 공개 이니셔티브로서의 오픈사이언스 정책의

- 기탁등록된 연구성과물을 스크리닝하고 품질 관리하여 양질의
표준화 등이 요청됨
- 특정 연구성과물(생명자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과 「생명연구자원법」 기반 관리체계로 이원화되어 이들
제도간 연계, 정비가 필요

■중장기 목표와 비전에 근거한 연구성과물 공개 정책 추진
- 국내 대표적 연구성과물 공개 정책인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제도의
법제도적 조건, 관련 법정계획 및 규정 검토
-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제도 운영 실태 및 실적 분석
· 보고서 성과물의 98%가 공개되는 반면, 생물자원 성과물
기탁률은 4.4%에 그침

■연구현장에서 연구성과물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미시적 요인 분석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이광호·조용래·우청원·정장훈·최종화
이주영·유상욱·이충현·김은아·김명순

값 7,000원
93300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9 788961 124263
ISBN 978- 89- 6112- 426- 3

- (As Is : 수직적 기술융합 심화와 양강구도 정립) 1990년대 중반
∼2000년대는 삼성과 LG가 세계 1, 2위 디스플레이 업체로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의 구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도약한 시기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수직적 기술융합 심화가 시장

- 기존 기술혁신패턴 관련 이론과 산업혁신시스템 이론을 결합한
새로운 통합적 접근모델로 한국 주력산업의 시기별 기술혁신
패턴의 동태적 진화과정을 규명
- 산업별 기술혁신패턴 변화에 있어 융합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 융합이 산업별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업환경/
제도-기술체제-조직 관점에서 산업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

지배력 확대에 주요한 요인
- (To Be : 수평적 기술융합 확대와 전방산업 다변화) 향후에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방산업이 VR/AR, 자동차 등으로 다변화
되면서 이종 기술분야와의 수평적 기술융합이 확대될 전망

- 당해연도 연구성과물 기탁등록율과 같은 단기적 수치보다 중장기
적으로 연구성과물 공개를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지표, 지원 체계 등을 정비

정책 대안
■산업환경/제도-기술 부문
- 차세대 아키텍처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자동차 산업과 융합의 영향
- (As Was : 추격형 기술개발과 독자엔진 개발) 1980∼1990년대

마련을 범부처적으로 추진
- 기존 빅데이터 정책과 산업융합 정책을 연계하고 공공부문 빅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통해 융합형 제품·서비스 혁신을 유도

초반은 추격형 기술개발 시기로 한국 자동차 업체는 선진국의
강화된 배기가스 및 연비규제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과정에서 전자

■기술-조직 부문

산업과 화학산업의 기술지식의 융합을 시작

- 대기업의 국내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 (As Is : 기술융합 확대와 글로벌 완성차업체 도약) 1990년대 후반
∼2000년대는 글로벌 완성차업체로 도약하는 시기로 자동차
산업과 전자, 화학 분야와의 융합이 심화되었으며, ICT 분야와의

장치를 마련하고, 이종분야 기업 간 조인트벤처 활성화
- 글로벌 가치사슬체계의 세분화 및 틈새공략과 이를 위한 R&D
전문기업 육성

융합이 새롭게 등장
- (To Be : 산업융합 격화와 불확실성의 증대) 현재 자율주행

■조직-산업환경/제도 부문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신규 자동차 아키텍처가 등장하여 산업

- 글로벌 규제 변화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융합이 격화되고 IT업계의 전격적 참여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 기술·산업 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있으며, 신규 아키텍처의 시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변화 요구가
확대

■정책인프라 부문
- 혁신형 공공구매 연계를 통한 융합제품 초기시장 창출

- 연구성과물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미시적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 검토 및 잠재적 영향 요인 선정

정책연구 2016-09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근거를 도출

■연구성과물 관련 제도 정비 및 관리 역량 강화

범주 구체화

■연구성과물 공개 정책의 법제도적 조건 및 이행실태 분석

: : www.stepi.re.kr : :

■우리나라주력산업인자동차산업과디스플레이산업을중심으로

성과물을 재분양할 수 있도록 관리 인력 및 예산 보강, 관리과정

주요 내용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

9 788961 124256
ISBN 978-89-6112-425-6

■연구성과물 공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태 진단 연구

의무조항 중심 정책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연구책임자 이광호

참여연구원 안형준, 정원교

- 성과물 공개를 강제하는 제도적 조건뿐만 아니라 연구현장에서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

신은정·안형준·정원교

성과물 공개의 영향 요인 검토 | 제5장 연구 성과물(생명자원) 공개의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 제6장 결론

연구 목적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제1장 서론 | 제2장 오픈 사이언스와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 제3장 국내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 현황 | 제4장 연구

: : www.stepi.re.kr : :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연구 성과물 공개정책과 과제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연구성과물 공개정책과 과제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연구성과물 공개정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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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산업과 융합의 영향

- 연구성과물 공개가 부진한 생명자원 성과물 대상 실증분석 실시

- (As Was : 아키텍처 간 경쟁과 설비투자 경쟁) 1990년대 초반

- 연구성과물(생명자원) 공개에 영향을 미친 거시적·미시적 요인

까지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 기술과의 융합과 적극적

종합 분석

설비투자를 통해 일본, 대만 등과의 경쟁구도를 구축하였으며,

· 성과물 공개의 핵심 영향 요인은 공개 규정이었으며, 연구자가

LCD와 PDP 간 치열한 아키텍처 경쟁이 전개

- 국무조정실 주도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관계부처 합동
‘(가칭)범부처 융합산업 T/F’를 운영하고 인사평가와 예산
인센티브 부여

체감하는 공개 관련 인센티브는 미미한 수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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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 혁신체계의 진화와 선택
: 국가 간 비교연구

제1장 서론 | 제2장 한국 농업연구개발 추진 현황 | 제3장 농업혁신 시스템의 이론사적 고찰 | 제4장 주요국 농업혁신
시스템의 진화와 선택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 www.stepi.re.kr : :

정책연구 2016-10

농업과학기술 혁신체계의 진화와 선택
: 국가 간 비교연구
이주량·박동배·임영훈·추수진·박은진
이찬송·권규상·김병목·양한주

연구책임자 이주량

연구책임자 정기철

참여연구원 박동배, 임영훈, 추수진, 박은진, 이찬송, 권규상, 김병목, 양한주

연구 목적

혁신제품 확산효과의 예측모형 연구

비매품
93520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참여연구원 김승현, 조만석, 이기헌, 김가은

9 788961 124270
ISBN 978- 89- 6112- 427- 0

정책 대안

연구 목적

■한국 농업 R&D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한국 농업 혁신체계 재정립을 위한 시사점

■혁신제품 확산 지원정책 예측방법론 개발

- 주요국 농식품 혁신체계의 진화과정, 선택의 동인 및 결과에

- 한국 농정, 농업 기업생태계 등의 환경을 고려할 때 국가 주도의

-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초기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통해 안정적

대한 통시적 분석

- 국가별 농정 상황 및 자연/자원 조건과 농업 연구.지도.보급 체계
변화와의 연관성 규명.
- 한국 현실에 적합한 농업 혁신체계의 선택을 위한 주안점 파악

주요 내용
■주요 농업 선진국의 농업 혁신체계 분석
- 대륙별 농업 프런티어 국가인 네덜란드, 미국, 일본의 농업 혁신
체계 진화과정 분석
- 농업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집행, 성과관리 부문별 특성 파악

■ 농업 과학기술정책 기획 부문
- 투자주체 :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건이 성립될 때 국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 기획방법 : 경쟁형, 상향식, 현장 참여형 R&D가 강화되는 추세
- 투자목표 : 생산성 중심 연구 축소 및 지속가능성 추구 확대

■농업 과학기술정책 집행 부문
- 연구개발사업 : 국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포트
폴리오 균형
- 지도보급사업 : 국가 주도의 지도보급사업 효율성 저하에 따른
민영화 및 전문화 추세

■농업 과학기술정책 성과관리 부문
- 실용화 : 민간의 적극적 성과확산 참여 및 실용화 단계의 연구
사업 구성
- 수출산업화 : 강점 분야에 대한 투자 집중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 국가간 비교연구

농업과학기술 혁신체계의 진화와 선택 국:가 간 비교연구

농업과학기술 혁신체계의 진화와 선택

R&D의 지속적 추진 필요
- 농업 R&D 투자의 절대규모를 증가시키되 경쟁형 공모프로
그램의 형태 확대

시장 진입을 돕고, 시장 확산이 중단되지 않고 바람직한 경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 가능
- 시장 출시가 가시화되었거나 초기 시장에 진입한 혁신제품의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가치 재정립 및 과감한 투자

시장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정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

- R&D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투자주체-수행주체 간 추진

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체계 개선
- 선형적 방식의 공공 지도보급 기능 축소 및 선진 농업인 대상
혁신 지도보급 기능 강화

- 정책시나리오별 확산 경로 시뮬레이션을 분석하여 각 시나리오별
DTC 유전자 분석 확산의 정도를 분석

정책 대안
■혁신제품/기술 확산효과 예측 방법론 제안
- 정책 시나리오별 전체 확산 경로의 비교, 특정 시점에서의 누적
침투율 비교, 목표 달성을 위한 시점 비교 등이 가능
- 혁신제품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의 효과를 시간 변화에 따른
혁신제품의 누적 채택률 변화로 예측·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

■혁신제품 확산 지원정책 참고자료 제시
- 보건의료 분야의 신기술인 소비자 직보(Direct to Consumer,

- 실용화를 위한 R&D 별도 구성을 통해 조기 상용화 연구 지원

DTC) 개인 유전자 분석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 현황을 정리하고

- 경쟁력 있는 기술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수출확대 전략 마련

효과를 분석해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 제시

■ 정부 정책 수립 참고자료 제시
- ‘검사가능 품목의 확대’, ‘검사기관에 대한 품질 관리 강화’, ‘소비자
부담 비용 절감’, ‘정보 보호 강화’ 등 4가지 정책 도구는 DTC
유전자 검사의 채택과 확산을 촉진하는 수단임을 확인

주요 내용

- 4가지 정책 도구의 혼합 정책(policy mix)의 효과가 단일 정책

■ DTC 유전자 분석 관련 정책 현황 분석

도구보다 크고, 특히 ‘검사기관 품질 강화’와 ‘소비자 부담 비용

- 국내외 문헌검토를 통해 DTC 유전자 분석 관련 정책 현황을

절감’이 결합된 혼합 정책의 효과가 큼

정리하고 수요보조, 검사항목 규제, 검사기관 규제 등 정책 도구
별로 분류

■정책도구의 효과 예측 방법 제시
- 혁신제품의 확산 단계를 구매/채택 단계와 확산 경로 단계의
두 단계로 구분하는 분석틀을 제시
- 각 단계를 분석/모형화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선택기반 수요
분석 모형과 행위자 기반모형을 결합하여 적용하는 체계를 제안
- DTC 유전자 분석 구매/채택 단계의 중요한 속성으로 가격, 검사
정확도, 검사가능 항목,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파악
- 정책현황 검토를 통해 향후 DTC 유전자 분석 확산을 위해 추진
가능한 정책옵션을 ‘검사가능 품목의 확대’, ‘검사기관에 대한
품질 관리 강화’, ‘소비자 부담 비용 절감’, ‘정보 보호 강화’ 등
4가지로 유형화하고, 정책 조합을 통해 가상적 시나리오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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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1차년도)

1

사물인터넷 분야별 사례분석 | 제5장 제언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 : www.stepi.re.kr : :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12

(차년도

제1장 서론 | 제2장 사물인터넷의 개념, 기술 및 특성 | 제3장 사물인터넷 생태계 분석모형 및 경쟁 시나리오 | 제4장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K-PPI)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1차년도)

: : www.stepi.re.kr : :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1차년도)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

정책연구 2016-13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제1장 서론 | 제2장 한국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의 현황 분석 | 제3장 해외사례 분석 : EU, 스웨덴, 미국, 영국 | 제4장

최병삼·이제영·이성원

최종화·정장훈·이광호·이주영·김은아·이충현

국가R&D-공공구매 연계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분석 | 제5장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 체계 및 추진 전략

)

연구책임자 최병삼

연구책임자 최종화, 정장훈

참여연구원 이제영, 이성원

연구 목적
■기술과 생태계를 분석하여 사물인터넷 시장을 전망
- 사물인터넷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value proposition)와
기술적ㆍ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소비자(B2C)의 구매결정 과정,
주요 기업 생태계의 경쟁력 등을 조사
- 스마트홈과 스마트카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시장의
규모 및 경쟁구조, 주도기업, 핵심역량 등을 전망

■플랫폼 관점을 고려하여 기업 전략과 정부 정책을 제안
-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즈니스
모델 설계, 참여자 확보, 협력 등의 전략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을 제시

주요 내용
■사물인터넷은 ‘업그레이드 상품’ 및 ‘시스템 상품’
- 완전히 새로운 상품이 아니라 기존 상품에 데이터를 활용해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 자율운영 등의 가치를 제공: 예) 스마트
도어락(도어락 + 모니터링, 제어)
- 사물인터넷을 구현하려면 하드웨어(제품, 센서), 네트워크(유무선
통신), 소프트웨어(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데이터 등 다수
요소들을 결합

■ 얼리어답터를 제외한 다수 소비자는 보수적으로 구매 결정
- 제품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 예상되는 손실이 큰 경우
(자동차 사고 등) 소비자는 한층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구매를
결정

■다수 기업이 차별적인 역량을 토대로 경쟁
- 사물인터넷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H/W, S/W, N/W 등)을
모두 갖춘 기업은 드물며 제조업체, 통신사업자, IT기업이 나누어
보유

값 6000원

93300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참여연구원 이광호, 이주영, 김은아, 이충현

■사물인터넷 시장(B2C)의 향후 시장 전망
- (시장 규모) 상당 기간 본격적인 성장은 지연되고, 생태계별로
다양한 상품을 시범적으로 출시하며, 지배적 디자인(Dominant
Design)을 탐색
- (시장 구조) 스마트폰 시장의 애플, 구글처럼 지배적인 사업자가
등장하기 어렵고 다수 생태계가 공존하는 파편화된 시장
- (주도 기업) 다수 기업을 리드하여 통합 시스템을 구성하고 고객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글로벌 기업이 유리하며,
품질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통합자(Apple-Type)와 규모와
성장성을 중시하는 통합자(Google-Type)가 공존
- (핵심 역량)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등에서 먼저 선순환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음성인식, 자율주행 등의 기능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대

연구 목적
■창조경제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新혁신모델의 요람으로 공공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다부처에서 기술혁신형 공공
구매(PPI) 정책 실현에 대한 논의가 진행

93320

정책 대안
■기업은 생태계의 플랫폼 선점
- 생태계 관점의 R&D 강화 :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모델 개발,
길목 요소기술(센서, 프로세서, 모터 등) 개발
- 기존 핵심역량 플랫폼화 : 기존 역량을 플랫폼으로 개발 또는
상륙거점(beachhead) 마련, 제휴사/개발자 네트워크 확대
- 빅데이터·인공지능 역량 확보 : 데이터 확보 채널 다원화, 휴먼인공지능 협력 연구

■우리나라가 가지는 한국적 특성을 고찰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 공공 수요 활용 초기시장 조성 : 재해 대응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추진주체와 수요부처 간 협력
- 국가·업종간 협력 촉진 :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데이터 및 기술
표준화를 주도, 여러 업종에 속한 기업 간 협력의 촉매 역할 수행
- 공용자원 및 제도 혁신 : 주파수 자원 및 인터넷 주소체계 정비,
진입장벽을 낮추어 적자생존의 경쟁환경 조성
- 인증 및 개인정보 체제 정비 : 인증 기준 및 관리체계 정비, 네거

- 매트릭스 상의 R&D 기술 유형별 특성 및 공공구매연계방안 도출
-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매트릭스에 적용하여 국가전략기술 유형
분류, 사업화실적 분석, 시계열 분석(기술혁신 경로 분석) 진행
- 주요 분석결과를 통해 매트릭스 검증 및 각 R&D 기술유형별
시사점 도출

국가 R&D현황을 분석함으로서 한국적인 맥락에 부합하는
PPI정책을 설계
- (목표 1) 기술혁신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국형 R&D-공공구매
연계체계(K-PPI) 구축
- ( 목표 2) 한국형 R&D-공공구매 연계체계(K-PPI)에 따른

정책 대안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체계 구현을 통한 미래유망기술발굴 및
新산업 육성’이라는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 정책목표와
체계 도출

추진전략 도출

■R&D와 구매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3대 핵심사업과

■한국의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의 현황 분석
- 전략, 예산, 조직, 추진절차 관점에서 한국의 기술혁신형 공공
구매 현황 전반 분석
- 도출된 한국 공공구매 특성에 기반하여 유럽형 PPI적용 시 발생
하는 부정합적 요소 도출

■ 해외사례 분석 : EU, 스웨덴, 미국, 영국 등
- K-PPI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미 운영 중인
해외 기술혁신형 공공구매(PPI)제도 사례 조사

■정부는 초기시장과 경쟁환경 조성 등을 지원

9 788961 124300
ISBN 978- 89- 6112- 430- 0

특성을 도출하여 한국형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정책 제안을 위한

주요 내용

티브 규제로 이행

값 6,000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9 788961 124294
ISBN 978-89-6112-429-4

- 국내 정책 적용을 위해 사업구조, 전략, 예산, 조직, 사업절차
관점에서 구체적인 국가별 운영방식을 분석

4대 사업전략을 제시
- (핵심사업) 민간수요 연계형 구매사업, R&D연계형 PCP사업,
수요창출형 공공구매사업
- (사업전략) 민간수요연계형 R&D사업 확대, 기술선도형 전략
기술대상 PCP사업 확대, 新공공서비스 창출을 통한 정부구매
대상 확대, 기술선도형 혁신 강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사업 연계 등

■이를 운영하기 위한 4대 운영전략과 각 전략별 세부적인 실행
과제들을 제시
- (기획) 혁신적 솔루션 기반 수요기관 중심의 사업추진
- (운영) 컨소시엄 구축, 시장조사의무화, 평가·실증 강화
- (예산) 구매를 위한 재원 확충 및 인센티브 제공
- (인프라) 기반확보 및 전담조직 운영

■ 국가 R&D-공공구매 연계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분석
- R&D 특성에 따라 차별적 공공구매 접근을 위한 ‘공공구매연계
관점의 R&D 유형 분류 매트릭스’ 제시
	· 공공구매연계관점의 R&D 유형 분류 매트릭스 : 기술성숙
수준과 시장성숙수준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며, 민간수요
연계형, 공공수요 연계형, 공공수요 창출형, 공공수요 지원형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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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부상과 대응 전략

연구책임자 조용래

연구책임자 정일영

참여연구원 이광호, 김명순

참여연구원 김석관, 이다은, 이유현

연구 목적
■ 경쟁과 협력의 동시적 구사 전략 개념인 ‘코피티션(coopeti
tion)' 관점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지형·역사·정책 분석

- 디스플레이 관련 경쟁·협력은 낮은 자원보완성·위상유사성을
보임
-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동종업계 내 단기적 경쟁·협력에 치중하는
패턴을 보임

연구 목적
■기존의 보건의료와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 간의 차별점과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고 사회시스템, 데이터 주요 정책 및
쟁점을 분석하여 헬스케어 전략의 방향성 제시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에 코피티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역사

보다 정확하게 산업진단 수행

- 삼성과 LG는 전형적인 경쟁 중심 전략을 통해 글로벌 산업

전략적 특성 및 행동 분석
- (산업역사) 한국의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들의 성장사를 통하여

주도권 확보
- 상호 코피티션보다는 해외 기업들이 참여한 다자간 코피티션
전략 주효

한국의 글로벌 산업주도권 확보 전략 규명
- (산업정책) 한국정부의 디스플레이 산업정책 분석으로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정책 : 기술토대 마련 → 성장동력 구축 →

정책적 방향 제안

미래기술 확보

주요 내용

정책 대안

■코피티션 개념 및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 Focus : 협력적 R&D 중심의 발전적 성장기반 마련

- 코피티션은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의 합성어로,

- 기업 경영자의 적극적 협력 자세

실제 기업에서는 경쟁과 협력이 배타적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하고

- 지적재산권(IP) 공유 활성화

서로 개별적인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이론
-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형적인 하이테크 산업으로 전후방 산업

- (데이터 유통) 헬스케어 데이터의 유통을 대비하여 데이터 브로커
산업의 투명성과 소비자 통제권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정보 접근권
보장이 필요
- (질과 상호운용성) 의미 있는 데이터 사용을 위해 데이터의 질을
관리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전략 및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 (산업지형) 전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지형을 파악하여 기업들의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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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헬스케어 혁신의 특징과 변화
- 헬스케어 데이터는 환자의 의료정보, 개인건강정보, 유전분석

상호운용 성과 기술적 표준 준수 필요

정책 대안

정보, 국민건강정보로 구분 가능하며, 본 데이터가 기술적 발전과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통합이 진행되면 경제적·사회적

- (거버넌스) 헬스케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수의

유익과 가치 발휘

데이터를 보유한 보건복지부 내에 데이터 통합관리기관 신설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괄적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에 대한 주요국의 접근방식

필요

- 한국은 미국과 유사한 민간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 ( 재정구조) 효과적인 보건의료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국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한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프로그램

방식을 채택

도입 필요

-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로의 변화를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증대하고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미흡한 경제적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을 위한 Two-track 연계 방안

유인책 필요

- (수평적 연계) 3차 의료기관 중심의 중증질환 관련 연구 활성화와
동일한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초기질환

■Leadership : 민간 주도 R&D 체계 확립

파급효과가 크고 막대한 사전 투자비용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 정부 역할 변화 : 펀딩 및 전문가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쟁점과 전략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현상이 뚜렷하고 적시 투자가 성공의

- 해외 기업 참여 장려

- (데이터 개방) 데이터 개방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경제적·사회적

- (수직적 연계) 의료기관의 수준(1, 2, 3차)별로 데이터 연계 및

위험과 이익의 규모 및 입장의 차이 등을 이해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유를 통해 환자의 전 주기의 데이터 흐름 및 변화 분석으로

합의과정을 통해 정책 시행 필요

건강관리 및 질병연구 가능

관건
- 디바이스 다양화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의

■Perspective : 기술·산업 미래에 기반한 장기 비전 수립

추격과 대만 및 일본 기업들 간 연합에 따라 한국 기업의 시장

- 이종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시스템

점유율이 위협받고 있음

- 장기 비전 수립과 지속가능성

정부 주도의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으나, 데이터 연계의 법적·

- 전문 인력 양성

기술적 준비 미흡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기능별 통합을 추진하고

■글로벌 산업지형
- 디스플레이 기업 간 경쟁·협력 행위는 배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경로의존성이 강한 전략적 행동 패턴을 보임
- 동일한 가치사슬에 위치한 기업들 간 쌍방향 견제(경쟁)와 한국

및 건강관리 연구 시도 가능

- (데이터 통합) 한국의 경우 공공기관에 구축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데이터 클러스터 형성이 효율적
- (소유권) 데이터 개방에 대한 논의 시에 데이터로부터 획득 가능한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기보다 이해관계자 각자가 지닌 책임 있는
관리의식 필요

기업 견제를 위해 다른 국가 간 협력 중심 전략이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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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분석과 협력 과제

포용적 혁신과 글로벌 협력전략

정책연구 2016-17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분석과 협력 과제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정책 | 제3장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이춘근·김종선·남달리

활용체제 | 제4장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규모와 수준 | 제5장 남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협력과 통일 후 과제

연구책임자 장용석

연구책임자 이춘근

참여연구원 이명진, 신태영, 김승현, 성지은, 김성아, 최용인

참여연구원 김종선, 남달리

연구 목적
■포용적 혁신의 글로벌 동향 조사 및 개념 틀 정립
- 포용적 혁신에 대한 UN SDGs, OECD, G20 등에서의 논의 및

· 동반성장, 중소기업 혁신지원 사업 등은 산업적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혁신의 훌륭한 사례
· WISET 등 사업은 젠더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혁신의 사례

연구 목적
■남북 과학기술인력 협력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의 과학
기술인력 규모와 분야별, 기관별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연구 동향 조사
- 이를 기반으로 보다 진보된 포용적 혁신의 개념 틀 정립

■글로벌 포용적 혁신 전략 및 실행 프로그램
- 한 국가 내에서 사회적, 지역적, 산업적 격차뿐만 아니라 국가간

■포용적 혁신의 관점에서 한국의 정책사례 발굴
- 한국의 과거 정책들을 포용적 혁신의 관점에서 재해석
-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 혁신 정책 사례 발굴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글로벌 포용적 혁신이 필요
- 발전단계별 차별화된 전략, 삼각협력/민관파트너십/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행 프로그램의

■ 본 연구는 최고의 엘리트집단인 국가과학원을 중심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규모와 수준, 분야별 분포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될 남북 인력협력과 통일 후 활용과제를
도출

프레임워크 제시

위한 글로벌 차원의 포용적 혁신의 필요성 분석
- 글로벌 포용적 혁신 전략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정책 대안
■글로벌 포용적 혁신 전략
- 저 개발국은 단순원조에서 탈피한 frugal & grassroot
innovation 및 적정기술 개발 사업 중점 지원

주요 내용
■포용적 혁신의 개념 틀
- UN SDGs, OECD 및 G20 등은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고 혁신이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논의
- 혁신은 사회적, 지역적 및 산업적 격차 해소에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는 혁신 정책
메커니즘의 규명이 필요

■ 한국 정책사례 발굴

대학 체제를 가지고 있고 수업연한과 시간 수가 길며, 학과가

- 신흥국은 개방형 과학 및 혁신의 글로벌 프레임에 적극 참여할

- 체제통합 분야 : 과학기술 행정체제와 연구개발체제 통합, 전문
분야별 학술지, 학술단체 통합과 용어 표준화
- 인력 양성 및 인력 활용 분야 : 대학 통합과 이공계 확충 및
사립대학 육성/해외유학/ 연수, 남북격차 해소: 전직 과학기술자와
군 제대자/실업자 재교육, 북한 지역 학문 후속세대/신진 연구자
육성

세분화되었음

수 있도록 지원

■북한 국가과학원의 인력 규모 예측
■실행 프로그램
- 적정기술 개발 및 확산 사업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 사업
- 과학기술정책 역량 구축/강화 사업

- 북한은 과학원에의 국가 투자 집중으로, 소속 연구원들의 자질이
우수하고 학력과 학위 소유 상황도 여타 기관들에 비해 높음
- 북한 자료와 최근의 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국가과학원의 인력
규모를 산출

- 지속적인 과학기술혁신 교육/훈련 사업

정책 대안

하여 OECD 포용적 혁신 연구사례로 제공

교류와 공동 발간, 과학기술정보 교류 및 정보망 부분 연계, 협력

· ‘사회적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사회적 포용적 혁신의

센터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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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력 규모와 수준 파악 및 인력 DB 구축

- 북한에서도 이러한 이론에 따라 전문 단과대학 중심의 국립

- 개도국은 혁신역량 개발 및 강화에 중점을 둔 지원

- 기반/지표분야 : 국제수준의 과학기술인력 통계기법 전수,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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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과학기술용어 비교사전 및 자동번역 DB 구축, 전체 북한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 생산의 결합”을 강조하였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의 사례를 발굴

위한 포용적 혁신의 우수 사례

- 기반구축 분야 : 북한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전문가 네트워크

- 사회주의 교육이론은 “인간의 전면발전론”을 주장하고 이를

■한반도정세호전시추진할수있는남북한과학기술인력협력과제

관점에서 우수한 정책 사례

■기반구축과 통일 이후 과학기술인력 분야 추진과제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정책과 흐름

-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 한국의 다양한 과거 정책들은 혁신을 핵심

·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 센터 등 사례는 지역적 격차 해소를

9 788961 124348
ISBN 978-89-6112-434-8

주요 내용

■글로벌 차원의 포용적 혁신 전략 개발
- 소위 ‘남북격차’라 일컬어지는 ‘선진국-개도국 격차’ 해소를

비매품

93330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 인력 양성/활용 : 훈련센터 설립, 조사단 파견과 자매결연, 교환
연수, 해외 유학, 사이버교육, 학술대회 및 공동연구, 공동
연구소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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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 탐색연구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18

연구책임자 박성원
연구책임자 홍사균

연구 목적
■향후 기술혁신의 양상 혹은 패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가늠해
보고 기술혁신을 융성하게 발생시키기 위한 환경과 조건을 파악
후 이에 따른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추진방향을 모색

주요 내용
■기술혁신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기술혁신의 개념과 정의
- 기술혁신의 주요 특성
. 기술궤적(trajectory), 기술혁신의 누적적 특성, 사회적 요인에
의한 영향과 상호작용
- 기술혁신의 유형 및 유형별 특성
- 기술혁신의 원천과 대응전략
. 기술주도(technology push) 모형과 대응전략
. 수요견인(demand pull) 모과 대응전략
. 상호작용 모형과 대응전략

■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방향
- 미래를 주도할 유망기술
. 사물인터넷(IoT)과 관련된 기술, 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 첨단
로봇,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자율자동차, 유전공학 기술,
신소재 기술, 3D 프린팅, 친환경 녹색기술 등
-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 생산자 혁신에서 사용자 혁신으로

. 제조업 분야 혁신에서 서비스 분야 혁신으로
. 폐쇄형 혁신에서 개방형 혁신으로

. 인터넷 등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혁신의 증가
. 정형화된 방식에서 비정형화된 방식으로

-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의 대응방향

참여연구원 최종화, 진설아, 이주영, 김은아, 김정현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
방향
- 정부출연(연) 체제 정비
- 대학의 역할 강화: 인력양성 및 새로운 지식 창출 기능 강화
- R&D 전문기업의 육성
-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 정부 R&D 추진전략
- 정부 R&D 사업 추진체제의 개선
- 국가 R&D 거버넌스의 선진화
- 혁신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
- 어디서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정부의 역할 재정립

정책 대안
■중앙집권식 추진방식에서 지역분권식 추진방식과의 조화 등
- 정부출연(연) 체제 정비, R&D 전문기업 육성 10개 추진 과제별로
정책과제를 제시

연구 목적
■트랜스휴먼의 등장과 혁신형 미래연구의 필요성
- 알파고 사건 이후 머신-사피엔스 등장 논의 가속화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사회적 이슈 탐색
- 인간 신체에 대한 인식 변화, 일과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법과
제도에 대한 쟁점

- 인 체가 기술과 융합되면서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트랜스휴먼의 등장
-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라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논의하는 혁신형
미래연구 필요

정책 대안
■과학기술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파생될 결과와 관련된 법/
제도 정비 착수

- 혁신형 미래연구로 트랜스휴먼 시대를 견인하는 기술은 무엇이고,

- 인 간의 변형을 다루는 트랜스휴먼 기술은 여러 임상단계를

이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변화와 정책적 대응은

거쳐야 하는 등 기술개발 단계의 복잡성과 법적, 생명윤리적

무엇일지 논의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

문제와 관련돼 있음
- 기술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주요 내용
■트랜스휴머니즘의 한국 유입과 논의 변화

함께 이끌어내야 개발된 기술이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음

- 1960년대 과학적 사고와 생활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사상적
배경으로 초(超)휴머니즘(트랜스휴머니즘의 국역)을 소개
-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생명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 정의를 묻는
관점의 제기와 동시에 수명 연장과 사이보그 등장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표출

■국외 문헌 리뷰 – 트랜스휴머니즘의 발전

■트랜스휴먼 기술 상업화로 가속화될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비
- 트랜스휴먼 기술 사업화는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정상임에도
신체적 불평등을 겪거나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
- 논란이 가능한 트랜스휴먼 기술 적용대상에 대해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제한 기준을 정립,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

- (1968~2009년) 영향력이 높은 트랜스휴머니즘 논의의 저자들이
지은 단행본들이 군집을 이루며 논픽션 수준의 급진적 스토리를
다룸
- (2010~2016년) 논의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이 나노기술,
유전공학에서 신경과학으로 이동

■트랜스휴먼 기술 유형화 : 역량 향상 분야와 기술 적용 방식
- 역량 향상 분야 : 트랜스휴먼 기술로 강화하려는 인간의 영역을
정신과 신체로 분류
- 기술 적용 방식 : 인지와 신체를 강화하기 위해 선택된 기술로
인간이 변형된 방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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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미래산업·신산업 분야 인재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승현

연구책임자 홍성민

참여연구원 김만진

참여연구원 이윤준, 김진하, 손경현, 정미나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혹은 차세대 생산혁명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차세대 생산혁명(또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 관련 문헌조사
- 차세대 생산혁명 관련 국내 및 주요국의 정책조사 분석
- 차세대 생산혁명의 주요 기술 도출 및 기술별, 연도별 국가 R&D

- 과제 대부분이 개발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논문과 특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제의 성격에 맞는 성과 산출
방안이 요구됨
- 신기술과제에 적용되는 기술은 소프트웨어/로봇 및 사물인터넷/
- 신기술 과제의 산출물 적용 분야는 대부분 전자 및 통신 분야로
제한되어 다양한 산업과 사회로의 파급이 필요

정책 대안

■차세대 생산혁명의 범위와 개념, 주요국의 정책사례 분석

■과제 발굴에 있어 기술이슈가 아닌 활용이슈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 차세대 생산혁명의 개념은 ‘인더스트리 4.0’, ‘차세대 제조혁명’,
‘4차 산업혁명’, OECD의 ‘차세대 생산혁명’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즉 기술 혹은 생산방식의 변화부터 사회의 진화에 이르는 포괄적인

■중소기업중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한 경우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팩토리 보급
■기술분야과제의 단계별 고려를 통해 상호 연계 모니터링을
통해 연계

관련 정책, OECD와 가트너, WEF의 보고서 등을 통해 6대

주요 내용
■주요 신산업 인력 수요 현황
- 인공지능(AI): 기술전문인력조차 심각하게 부족하며 기계, 전자,
컴퓨터, 인문사회, 디자인, 수학 등 다양한 융합적인 지식이 요구됨
- 가상현실(VR): 고도의 3D 그래픽 기술력을 갖춘 디자이너 육성이
시급하고, 융합콘텐츠인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인력양성
- 3D 프린팅: 3D프린팅의 개인소비자가 급증하여 관련 교육사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현장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진 못하는
- 빅데이터: 통계와 산업 특성을 함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직무 특성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학, 통계, 비즈니스

발굴 확대

있는 전문 인력이 실무 경험을 중심으로 양성될 필요
- 드론: 비행체, 항공전자, 임무장비, 통신장비, 지상관제시스템
(GCS) 등 무인기 관련 부품이나 서브시스템 및 임베디드 S/W
개발 능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

핵심기술군을 도출
- 6대 핵심기술군은 3D프린팅, 빅데이터/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센서/배터리, 의료/바이오, 인공지능/로봇을 포함

■미래 일자리 직무 수요에 대한 통합적 대응시스템
- 미래 신산업 인재 정보 플랫폼 구축: 다양한 미래산업 및 기술
변화에 대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력로드맵 등의 형식으로

■핵심 신기술 기반 국가연구개발사업 경향성 분석
- 신기술과제는 대부분 기초, 응용보다 개발단계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3D 프린팅과 빅데이터/클라우드, 인공지능/로봇 분야는 산학연

- 철저하게 수요에 기반을 둔 설계·운영, 교육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다양한 지원, 현장 기반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이
라는 3대 특징 뚜렷

■국내 미래산업 인력양성 사례와 한계
- 기존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고급 전문인력이 아닌 실무 테크니션
양성에 초점
- 프로젝트 기반 교육 수행이 미흡, 이를 위한 참여기업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소극적

정책 대안
■ 미래산업 인력양성 정책 방향
- 지역별 미래산업 분야에 특화하여 철저한 수요기반 사업 추진
- 교육대상은 관련 분야 지식 및 경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으로
제한
- 현장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 프로그램

통찰력 등 융합 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 사고를 할 수

■부처 세부 ‘과’ 중심이 아닌 융합 ‘영역’ 분야 중심의 공동과제
- 독일의 스마트팩토리, 미국의 신제조기술, 일본의 IoT, AI, 빅데이터

분석

형편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국가별 중점기술 현황과 주요 기술 도출

하고, 관련 인력 수요와 일자리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

- 적용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신기술과 산업패러
다임의 변화에 기반한 생산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요 신산업의 발전 동향과 현황을 파악

■선진국의 미래산업 인력양성 사례

센싱장비제조기술이 가장 활발함

사업 분석

주요 내용

연구 목적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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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유연한 지역 HRD 생태계 조성: 지역을 기반으로 산업의 인재 수급

■미래산업 인력양성 사업(안)
- 교육대상: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 졸업(예정)자 혹은 관련분야
경력2년 이상인 사람,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의향이 있는 기업
가정신이 풍부한 사람
- 교육과정: 사전 온라인 강의 → 오프라인 이론교육(400시간) →
프로젝트형 실습교육(80시간) → 인턴식 공동프로젝트(2개월)
→ 프로젝트 경진대회 → 취업 혹은 창업
- 시범 사업: 현재의 인력수요나 적용범위, 혁신센터 특화분야 등을
고려했을 때, 빅데이터 혹은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시범사업
실시 제언

상황 변화에 발맞춰 체계적으로 인력수급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교육훈련 시스템까지 제공

주체별 분산이 가장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호 협력이나
시너지 발생을 위한 부분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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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 제정방안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연구책임자 양승우

연구책임자 이명화

참여연구원 홍성주, 이명화, 김재경

참여연구원 신은정, 정기철, 정일영, 이민형, 김석관, 이주량, 양승우, 손재원, 이유현, 이혜진, 현재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과학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설립 근거에 대한 체계화 등의 기능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대

기술 법제 시스템화’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별도 법률 제정 방안’의 후속연구임
- 다만 2013년도 연구와 비교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의 전부개정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연구개발 법제 운용과정
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연구개발 법제 개편
방안 제시

정책 대안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기본방향 제시
- 연구개발 법제의 시스템화 및 연구개발시스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연구 목적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

- 2015년 한미약품의 8조원 대 기술수출 등 성과와 함께 미래

- 무조건적인 정부 지원이 아니라 특정 시점까지만 전폭적으로

성장동력으로 가능성이 확인된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 주도로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확보를 위해 혁신시스템 차원의 종합 진단 실시
- 지난 20여년 간의 정부지원에도 바이오헬스 분야가 IT 분야만큼
발전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 도출

- 연구의 자율성 확보와 책무성 강화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규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규범에 대한 입법(안) 도출을 통한 입법과의

- 전략기획과 사업기획의 전문성 강화와 역할 분담체제의 정비

- 바이오헬스 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규명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 제시

주요 내용
■외국 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
- 2013년 연구에서 분석된 외국 법제에 대한 부분은 간략화하고
스위스, 이스라엘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의 연구개발사업
법제를 중점적으로 분석

주요 내용

조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및 보안,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분석 틀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 지원

- 정책 거버넌스, R&D 수행주체, 지원기제, 보건의료제도(규제,

기관 등의 내용을 담은 총 51개 조항의 법률(안) 성안

보험) 중심으로 분석주안점과 분석대상을 체계화

- 연구개발 법제의 시스템화, 연구개발예산의 자율적 편성 및 집행,
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전문성 확보, 연구개발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등 입법을 위한 시사점 도출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지배구조 및 운영상 문제점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규범체계는 과학기술기본법(공동관리규정)

분야가 무엇인지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가장 시급하며, 규제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개선 방안
- ( 대안 1: 정책 거버넌스) 정책의 전략성 강화, 중장기 계획
정비 및 정책평가 강화, 범부처 조직 정비, 전주기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개편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안
- 법률제정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기반

단계별 접근이 필요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우리나라가 주력해야 할
시스템 보강이 필요

- 정부 R&D 예산 관련 법령 조항 체계의 정비

- 데이터 분석 및 연구기반 조성

정책 대안

■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상 부정합성 문제 해소
연계성 강화 및 입법 참고자료 도출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국내외 바이오헬스 정책 및 산업 분석
-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폴, 중국의 바이오헬스 관련 정책거버넌스,

- (대안 2: 혁신주체) 산업생태계에서의 거점기업 지원 확대,
출연(연)의 중개자 역할 강화, 논문, 특허 건수 중심의 평가
시스템 개편
- (대안 3: 지원기제) 거점기업 지원 확대, 정부출연연구소의 중개자
역할 강화, 논문·특허 건수 중심의 평가시스템 개편
- (대안 4: 보건의료제도) 상시 규제개선시스템 구축, 신속 규제
심사를 위한 신청자부담금 차별화

R&D 수행주체, 지원기제, 보건의료제도 부분의 정책 리뷰
-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및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진단

및 각 소관부처 법령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음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운용상 문제점을 제시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분석 요소별(정책 거버넌스, R&D
수행주체, 지원기제, 보건의료제도) 문제점 도출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범부처 공통기준 정비
-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제도의 견제와 균형의 확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역할분담 체계 정비
-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과 편성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재정
효율화 요구 및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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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한 우선순위 도출
- 바이오헬스혁신시스템을구성하는4가지요소중에서가장경쟁력이
약한 분야는 규제 및 보험 등 보건의료제도로 나타남
-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 문제는 정책 거버넌스의 문제
들로 바이오헬스 분야 최상위 정책결정과정, 정책추진체계, 정부의
R&D 예산배분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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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분석 및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 방안 수립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 방안 수립

정책연구 2016-24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 방안 수립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 방안 수립

제1장 서론 | 제2장 선행 연구 분석 | 제3장 청소년 과학마인드 향상 | 제4장 과학마인드 제고 홍보 전략 | 제5장

박성원·김지현·강경균·김영만

과학마인드 측정을 위한 대안 | 제6장 과학마인드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

연구책임자 박성원

연구책임자 이민형

참여연구원 김지현, 강경균, 김영만

연구 목적
■급변의시대에여러가지과학기술문제를안고있는우리사회에서
과학마인드가 필요하다면 어떤 요소로 구성되고 측정되어야
하며, 개인의 과학마인드를 형성하고 향상시키는데 어떤 사회,
문화, 교육적 조건이 필요한가?
- 급변의 시대를 준비하고 적응하는데 있어서 과학기술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 변화를 이해하고 필요하면 변화를

값 6000원

93300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정책 대안
■과학에서 공공과학으로
일으키기에 충분한 만큼, 과학은 공공과학으로 인식 필요
- 과학기술인과 일반 대중이 직접 협업하는 사례가 많아야 하며,

■선행연구 분석
- 과학 대중화 초기 지사적 계몽 활동 중심
- 과학문화의 등장 이후 쉽고 재미있는 체험과학으로 이동
- 과학문화를 넘어 과학의 민주화, 시민참여 중심으로 변화

■청소년 과학마인드 향상
- 청소년이 경험한 과학교육 특징과 과학교육 현장에 대한 질적
분석

■ 혁신환경 변화와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아니라 탄생하고 양산될 수 있는 과정과 조건이 있어야 함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정보 도출 체계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

사회적 한계그룹의 아픔을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이를 과학
기술 마인드로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
- 과학과 사회는 대중의 참여와 책임에 의해 끊임없이 변형되기에
과학기술연구의 탁월성을 높이는 데만 전념하지 말고, 연구가
적용되는 지역사회의 니즈와 연구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
할것

정책 경쟁 환경하에서 적절한 분석정보가 필요하며, 글로벌
접근이 필요

제시

정책 대안
주요 내용
■연구개발 환경 변화와 지식생산시스템 변화

■행동지향적 과학마인드 개발

- 연구개발의 국제화와 국가간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정책 분석정보는 정책데이터 정보로서의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과학마인드를 갖춘 과학시티즌이 우리 사회에 늘 존재하는 것이

-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주요 내용

연구 목적

- 과학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공중의 관심과 관여를 불러

창조하며 일으킨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적 과정을 개발
해야 함

참여연구원 안형준, 양현채, 박한솔, 권정윤

9 788961 124416
ISBN 978-89-6112-441-6

- 과학의 발전과 기술혁신의 결과가 세상의 모든 물적 질적 시스템의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정보 플랫폼 구축방안
- 글로벌 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과학기술과 사회가 상호 밀접하게

- 기본 조사와 분석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결합된 협업시스템 구축

영향을 미치는 시대로 전환

- 플랫폼 역할과 구성 및 범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대상과 요소들

- 정보와 지식 중심의 생산방식에서 데이터의 교류와 활용을 통한

제시

데이터 기반 지식생산방식으로 전환

■플랫폼 운영방안
■선진국 기초연구정책 주요 이슈 분석과 시사점

- 효율성, 적확성, 비교가능성 등 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 혁신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가치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의

- 정보 조사 분석과 해석 등 핵심역할을 위한 기능들

역할을 강화

- 플랫폼 조직운영 및 재원 조달 방식

- 데이터 기반의 지식가치창출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정책이 강화
- 사회문제해결 및 미래 사회변화 선도를 위한 기반기술의 확보와

■과학마인드 홍보에 관한 새로운 전략

획기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기초연구의 역할이 강조

- 홍보대상에 대한 전략적 분석 : 과학에 관심은 있으나 행동화

- lab to market 등 실험실 결과의 사업화 정책이 강화되어 기초

하지 않는 소극적 행동층(전체 국민의 약 45%)과 과학에 관심을

연구의 실험실 성과가 시장까지 빠르게 도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저관심층(약 30%)

강화

- 홍보 포지션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과학, 재미있는 과학”으로,
콘셉트는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생활 속 과학”으로 정함

- 새롭고 다양한 지식창출을 위해 우수한 신진연구자들의 확보와
역량 제고 지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의 확대

■과학마인드의 재정의

■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정보 제공 현황과 중요성

- 논리적·합리적·성찰적·분석적 태도와 사고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흐름 정보는 비체계

대안을 추구하는 열린 태도를 과학마인드로 재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대안 지표를 제시

적인 시스템에서 간헐적인 정책뉴스 제공 수준에 머뭄
- 정부의 기초연구정책 수립에 글로벌 환경변화 및 정책흐름 변화의
맥락과 의미가 충실히 제공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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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혁신의 활성화 전략 연구

: : www.stepi.re.kr : :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조사연구

디지털 사회혁신의 활성화 전략 연구

전환기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대안 탐색

조사연구 2016-02

디지털 사회혁신의 활성화 전략 연구
디지털 사회혁신의 활성화 전략 연구

제1장 서론 | 제2장 기존 논의 및 분석의 틀 | 제3장 국내 디지털 사회혁신 관련 정책 분석 | 제4장 국내 디지털

김종선·송위진·성지은·김정원·정서화·한규영

사회혁신 현황 분석 | 제5장 해외 사례 분석 | 제6장 결론

연구책임자 이세준

연구책임자 김종선

참여연구원 장필성, 이혜진, 장찬영, 이정동, 김성우, 여영준

참여연구원 송위진, 성지은, 김정원, 정서화, 한규영

연구 목적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저성장기조의 고착화에 대비한 전환기 혁신전략
수립 필요
- 주요국의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성장기조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전환기 과학기술혁신

■출연(연) 기능재정립을 통한 역량 강화
-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중장기 발전계획, 인력과 조직, 주요 사업과
예산 등에 관한 진단을 기초로 기관별 역할에 따른 차별화 전략,
융합·협업 전략 수립 및 이행 필요
- 출연(연) 설립, 육성 및 지원을 담당하는 연구회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간 시행계획 및 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체계 등
연구회 혁신 병행 필요

■ 산업혁신시스템 전환을 위한 대학 교육 혁신

■전환기 글로벌 혁신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 저성장 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
- 혁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편과 더불어 중앙조정
기능 및 전략부문에의 선택적 집중 강화와 관리/평가 방식을 개선
- 혁신 주체들 간의 협력 강화와 인력의 양성, 중소기업 혁신 지원을
강조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전환기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탐색과
대응이 필요

■산학연관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설문조사 2라운드
시행을 통하여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와 대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정책과제 도출

정책 대안
■R&D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
- 정부의 R&D 투자방향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부처 간 사업 중복
등 정부 R&D 사업의 구조조정 필요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전략 도출
- 유럽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새로운

- 전환기 산업혁신시스템 전환을 위해 개념설계역량 강화를 위한
물적 기반, 학습역량, 사회문화적 제도 환경, 혁신정책 등 혁신
공유자원(innovation commons)이 중요
- 대학은 혁신적 아이디어의 지속적 시행착오 경험 축적을 위한
물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기업가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혁신
- 전환기 민간의 투자활동 위축은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R&D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R&D,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 등 투자유인책을 강화할 필요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주체간 협력 촉진
-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혁신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교류 쿼터제, 이중소속개념의 겸직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과
통합 정보 DB 구축, 교류·협력 비용의 단계적 보전을 위한 지원
제도로의 전환 등의 노력이 필요

9 788961 124447
ISBN 978-89-6112-444-7

■국내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방안 제시
- 시민참여 확대,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정부의 기존 관련
정책 연계 강화, 디지털 사회혁신의 확산 정책 도입 등

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이 확대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도 서울시와 일부 그룹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사회
혁신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전략이
부재하여, 효과적으로 확대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정책 이슈를 발굴.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탐색

주요 내용

연구 목적

비매품

93300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정책 대안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
- 시민 주도의 사회문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시민의 정책참여 거버넌스 구축

실정임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주요 내용
■전환 및 우리나라 상황에 기반한 디지털 사회혁신의 정의 도출

- 관련 인력 육성 및 엑셀러레이팅 강화
- 기술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 강화

- 유럽의 디지털 사회혁신 정의는 정책적으로 모호한 면이 많으며,
전환 관점에서의 접근이 빠져 있음
- 이에 정책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향후 전환 관점에서 확장되어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의를 도출함

■정책의 연계 및 확장 강화
- 사회적 경제 분야, 기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들과 연계 강화
- 사회문제 관련 제도 보완 및 관련 리빙랩 사업과 연계 고려

■국내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 현황 분석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유사한 철학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3.0”
사업을 평가
- 지자체 차원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최근 활동을 파악
- 전체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 따른 시민 참여 어려움이 존재
하며, 일부 지자체 및 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이
시작되고 있음

■ 국내외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 현황 분석
- 국내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낮은 시민참여와 혁신 생태계 조성 미약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해외는 적극적인 시민참여 강화와 관련 혁신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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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 50년, 기획조사 연구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 50주년 성과 분석 및 확산에 관한 연구 -

한국 과학기술

SDGs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외교전략

참여연구원 이명진, 박순호, 엄기증, 강수일, 이향희, 임재민, 김지선, 안지용, 김란, 고인환

연구 목적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협력 외교정책을 마련하여 대응
필요
■국내 기후기술협력 기반을 분석하고, 이 분석된 기반을 토대로

- 유엔 고위급에서 마련된 기후변화행동 프레임워크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
-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후이니셔티브를 분석

■글로벌 이슈와 SDGs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과학기술협력
- 기술촉진매커니즘(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TFM)은 유엔 차원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
하는 매커니즘
-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유엔기구 간 태스크팀(UN IATT)는 유엔기구
및 전문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로서 총 30개의 유엔기구가 참여

홍성주·홍창의·안형준·장필성·김지선·이정원·엄미정·양승우
홍성민·황용수·송위진·송치웅·이주량·신세계·김선지·안미수

참여연구원 홍창의, 안형준, 장필성, 김지선, 이정원, 엄미정, 양승우, 홍성민, 황용수, 송위진,
비매품

송치웅, 이주량, 신세계, 김선지, 안미수

연구 목적

93300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9 788961 124461
ISBN 978-89-6112-446-1

· 분야별 연구개발사: 전기전자, 기계, 화학, 생명공학, 건설,

■『한국 과학기술 50년사』 편찬을 위한 조사분석 연구

도로교통, 통신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 분야별로 지난 50년의

- 지난 50년 간의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 제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공사례를 발굴 및 서술

분야별 발전상을 재조명
- 2017년 과학기술처 설립 50년을 기념하는 과학의 날 행사에

- 주요 유엔기구를 대상으로 기후기술협력 프로그램의 현황과

『한국 과학기술 50년사』역사 편찬물의 발간을 목표로, 2016년

■과학기술정책 학습용 레퍼런스의 생산 및 활용

사전 조사 분석 연구를 수행

- 국내 공무원, 정책지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과학기술정책

정책수단 조사.분석

- 공식기록물인 『한국 과학기술 50년사』의 편찬 과정을 조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기반

연구로 기록화

- 국내 기후기술 기반 분석과 국내 주요 기관의 기후기술 국제협력

주요 내용

한국 과학기술 50년, 기획조사 연구
- 과학기술 50주년 성과 분석 및 확산에 관한 연구 -

-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기후 프로젝트 기초 자료를 토대로 특징 분석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
수립

조사연구 2016-04

-

연구책임자 홍성주

주년 성과 분석 및 확산에 관한 연구

집필진 구성과 운영 | 제6장 결 론: 본 연구의 성과 및 한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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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조사연구

년 기획조사 연구 과-학기술

한국 과학기술 50년, 기획조사 연구
- 과학기술 50주년 성과 분석 및 확산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 제2장 선행 사례 분석 | 제3장 과학기술 50년사 편찬 기획 | 제4장 사료조사의 설계와 결과 | 제5장

연구책임자 이우성

: : www.stepi.r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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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조사
- 국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기후기술 분류별 국내
기후기술 기반 분석, 기후기술에 대한 혁신 기반 분석

정책 대안
■기후기술 국제화 선점전략
- 기후기술 국제화 선도 프로그램 운영, 국제기구 공동 수요발굴

정책 대안

학습용 레퍼런스의 도출
- 차후 개발도상국가에 도움이 될 한국 과학기술정책 사실관계의
종합

주요 내용
■과학기술 공식 역사편찬물 발간을 위한 조사 및 방법론 개발

■정책 홍보 및 확산

- 본 과제에서는 역사편찬물의 발간 과정을 모듈화함으로써,

- 과학기술정책과 그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이후 유사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기관에게 방법론적 참고

- 온·오프라인의 공공재적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책 홍보와 확산

사례를 제시
- 기획, 조사, 집필진 운영, 편수, 디자인/확산의 다섯 부문에서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산출물을 생성

연계형 공동사업 추진, 기후기술모델 유형화 및 기후기술 플래

■글로벌 이슈로서의 기후기술협력

그십 사업 추진

- 과학기술 중에서도 기후기술협력, UNFCCC 차원에서 논의 전개
검토

■한국 과학기술 시대사, 행정 분야사, 연구개발 분야별 발전사
집필을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

■ 글로벌 기후 기술협력 통합적/전략적 개발/지원전략

- 기술이전의 개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과 UNFCCC를

- 해 외 온실가스 감축분 확보 기반 구축, 전략적 취약분야에

포함한 주요 행위자들이 기술 이전을 어떻게 이행하고자 했는

대한 R&D 투자 확대와 원천기술 확보, 기후기술 개도국 실증

지를 분석

사업화 단지 구축

- 1967년 과학기술처 설립 이후,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정책, 제도
및 그 성과의 발전을 조망할 사료의 수집과 분석
- 다음의 구성 방식에 따라 과학기술 50년사를 조망할 콘텐츠의
생산
· 과학기술 시대사 : 1967년 과학기술처 설립 이전, 과학기술처

■기후기술 수준 및 GAP 분석

■ 기후기술의 국제화 역량 강화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0-15년 단위로 한국 과학기술 발전상에

- 기후기술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가 간 기후기술 분야별 역량을

- 기후기술 분야의 국제사업화 역량 제고, 기후기술의 사업화 연계

대한 시대사적 서술

분석하는데, 논문성과를 비교 분석

거버넌스 강화

지수로 분석

■기후기술 국제화 기반 구축
- 기후기술 국제화 로드맵 구축, 기후기술혁신 해외거점센터 구축

■국제사회의 기후기술협력 거버넌스 및 프로그램 현황 분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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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행정사: 과학기술 행정체계, 법제도, 인력정책, 산학연
육성정책 등 주요 행정분야별로 지난 50년의 발전사를 서술

- 2011~2015년 동안 출판된 논문 수, 인용횟수, 상대적 피인용

및 네트워크 확대

· 분야별 연구개발정책사: 기초연구, 산업기술, 정보통신, 보건기술,
농업기술, 원자력 등 연구개발 분야별로 지난 50년의 정책
변동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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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조사연구

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2016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조사연구 2016-06

2016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2016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2장 국내 과학기술인력지표 현황 | 제3장 문헌 및 선진사례 연구 | 제4장 STEPI

조가원·김태양·손수아

과학기술인력 지표분석보고서 기획 | 제5장 지표분석보고서 기획 개선안과 향후과제

연구책임자 김기국

연구책임자 조가원

참여연구원 강희종, 김태양, 이세민, 조은선

참여연구원 김태양, 손수아

연구 목적
■생태계 모형을 활용하여 혁신역량을 재평가

- 활동 역량 : 혁신유형, 혁신과정, 혁신성과, 활동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종합 평가 (한국은 29위로 전년 대비 3단계 하락)

- 복잡해진 과학기술 활동과 그 성과를 보다 현실에 가깝게 측정하고

- 환경 역량 :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구동력으로서의 인력, 기술,

평가하기 위해 생태계 관점의 종합적·포괄적인 모형을 적용하여

자금조달 환경과 함께 환경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종합 평가(한국은

혁신역량 재평가

전년과 동일한 16위)
- 시장 역량 : 국내외 시장 규모, 시장 관련 정보 부족, 첨단시장의

■1차 연도에 구축한 생태계 모형을 적용해 2016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를 산출하고 지표체계의 안정성 검증과 함께 국가별
혁신역량 비교 및 평가

10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상승)
- 조정 역량 :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
전년 대비 3단계 상승)

■한국 기업 혁신역량의 변화 요인을 주체/활동/환경 측면에서

주요 내용
■생태계 모형 기반 지표체계
- 생태계 모형 지표체계를 5개의 요소(주체, 활동, 환경, 시장, 조정)
및 3개의 성격(건강성, 다양성, 역동성)으로 설계
- 총 86개의 세부 지표 및 38개국의 9년간(2007~2015)
데이터로 구성

■한국 과학기술인력의 현황과 정책이슈를 안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 지표분석보고서의 기획을 목표로 함
■박사인력활동조사(KCDH) 데이터 관리, 서비스 및 제2차 박사
인력활동조사(KCDH 2016) 수행을 위한 사전 작업을 추진

다양성및 시장의 다양성과 역동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국은

정도, 조정의 다양성과 역동성 등을 종합 평가(한국은 22위로

■1차 연도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한국의 혁신역량 하락 요인을 주
요국과 비교.분석한 후 기업 혁신역량 강화 방향 탐색

연구 목적

분석하여 제시

정책 대안
■주체 측면
- 기업가정신을 제고할 친기업 환경 조성, 동기부여 다변화, 도전

비매품

93310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9 788961 124485
ISBN 978-89-6112-448-5

정책 대안
■자료원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자문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그룹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
통계, 대학, 과학기술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협력
모델의 확립

주요 내용
■STEPI 과학기술인력 지표보고서 기획 개요

■기존 과학기술 정보인프라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제목: 「지표로 본 한국의 과학기술인력: 현황과 진단」
- 발간목표:국내과학기술인력의규모와현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
하고 주요 정책이슈의 증거기반을 구축

■예산 확충, 발간주기의 단축, 필수지표의 확대, 포괄이슈의
확대 등 향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차별성: 정량정보를 단순히 모아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커뮤니티의 컨센서스 도출 과정을 거쳐 연관관계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지표보고서를 지향
- 발간주기: 3년
- 대상인력: 이공계 대졸인력, 이공계 박사인력, 과학기술 직업인력,
이공계 연구원

정신 함양, 기업문화 개선

■구성 목차(안)
■글로벌 혁신 종합지수(GII)

■활동 측면

- 생태계 모형에 기반을 둔 종합 혁신역량의 국가별 순위는 1위

- 기업 혁신활동 촉진, 산학 지식이전 활성화, 기업 간 기술협력

미국, 2위 독일, 3위 중국

촉진,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

- 한국은 17위이며, 역동성은 높은데 반해 건강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전년도와 대비하여 미국은 동일하며, 한국, 독일, 중국은 1단계
순위 상승

- 주체 역량 : 혁신 생태계 내 핵심 주체인 대학, 정부 연구기관, 기업과

· 제1절 규모와 구성
· 제2절 주요 분야별 분포 현황
- 제2장 노동시장과 인력공급

■환경 측면
- 시장경쟁력 강화, 혁신제품 시장 출시 확대, 인재가 모여드는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기업 R&D 확대를 유도할 정부지원
정책 추진

■생태계 구성요소별 역량 분석 결과

- 제1장 과학기술인력의 규모와 분포

· 제1절 노동시장 성과 현황
· 제2절 신규인력과 해외 유출입
- 제3장 주요 이슈 진단
· 제1절 기본 이슈
· 제2절 특별 이슈
- 제4장 정책 리뷰

함께 주체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종합 평가 (한국은 9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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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 R&D 동향분석

2016년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제1장 서론 | 제2장 국내외 고령화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 제3장 고령화 대응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분석

연구책임자 서지영

■고령화와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R&D 동향을
분석하여, 부처의 중복투자 및 장기전략 부재의 현실을 개선하
는데 기초자료를 제공
- 현재 고령화 대응 R&D 전략과 계획 수립은 ‘저출산고령사회

비매품

93330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부처 간 연구개발 투자영역의 편중과 중복이 빚어지고 있음

■고령화 관련 사회이슈 및 노년학계 동향
- 네덜란드에서 시행한 고령화 관련 이슈매핑 작업의 결과를 활용
하여, 현재 유럽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령화와 관련한 사회문제와
사회적 니즈를 파악함
- 한국 노년학회 연구동향 분석

고려하고 있는 ‘R&D 모니터링 체계’ 수립 시,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분류체계 구성의 방향성 제공

주요 내용
■ 고령화 R&D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를 분석함
- 한국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정책 대안

■한국의 R&D 동향
- 연 구의 초점을 “정부가 주로 어떤 주제의 연구에 지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내용의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고령화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 네트워크를 도출
- 우리나라 정부가 주로 투자하는 고령화 관련 주요 연구주제 발굴
및 주요 연구주제별 세부주제 네트워크 구조 분석

연구 목적
■한국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혁신의 동력이며 최종 성과의 귀착지인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별
데이터를 발굴하여 기업의 혁신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그 특징과
한계에 대한 조망 시도
분석하여 정책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94320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9 788961 124508
ISBN 978- 89- 6112- 450- 8(세트)

분야 연구개발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향후 예방 및 사후관리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정책대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질환자 중심에서 비질환 고령자,

단독 연구개발, 해외시장 지향성, 전문화 전략, 고객유형은 기업
(B2B) 등으로 다년간 조사에서 공히 확인됨
- 최근 3년 고성장기업의 매출 및 고용성장률은 2011~2013년의
20%와 15%에서 각각15%와 10%로 낮아짐
- 고성장이 활발했던 초기에는 10년 미만이나 100명 미만 기업군의
고성장이 두드러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업력은 점점 길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
- 수출비중이 5%이상 되는 기업군에서 고성장이 활발하였으나

■고령화 관련 R&D 동향분석의 시사점
■기업의 혁신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특성지표 개발 및 고성장기업
특징 분석
- 지표체계를 연구개발투자, 특허, 매출, 영업이익 등으로 단순화
하여 분석

금년도엔 전반적으로 수출비중이 낮아졌고, 수출비중이 큰 기업군
에서도 고성장이 활발하지 못함
- 최근 들어 부분적으로 혁신성과 고성장과의 연관성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노쇠 고령자, 활동적 고령자를 포괄해야 하며, 연구분야 측면에서

- 고성장기업들과 비교 가능한 조건의 여타 기업의 비교를 통해 재무

- 한국의 전통적 제조업 입지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보건의료분야 연구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건강한 생활환경

데이터 기반의 양적 지표들로 고성장기업의 특징 도출 및 설문

대경(대구/경북) 권역과 동남(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 고성장

구축, 사회기반시설의 개선, 고령사회 문화정착 등과 같은 목적에

조사에 기반한 정성적 특징 분석

기업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음

주요 내용

정책 대안

부합하는 연구개발로 확대 필요

- 해외 연구개발동향
- 고령화 관련 사회적 이슈 및 노년학계의 연구주제

제2권 2016년 고성장 기업의 특성과 성장궤적

값 12,000원

참여연구원 김석현, 정현주

- 한국기업의 혁신활동 및 성과를 장기간 미시적 수준에서 조사·

- 질환을 가진 고령자의 치료,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 등의 보건의료

■고령화 대응 R&D 장기전략 수립의 기초작업으로 정부부처에서

제1권 2016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9 788961 124492
ISBN 978-89-6112-449-2

위원회’ 및 ‘기본계획’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을 견인할 정책의 기획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연구책임자 배용호

참여연구원 정기철, 이완정, 엄수홍, 박현정

연구 목적

배용호·김석현·정현주

서지영·정기철·이완정·엄수홍·박현정

| 제4장 고령사회 대응 R&D 현황분석의 시사점과 향후 추진방향 제언

■고령화 관련 R&D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관련 제언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 주제와 아울러 미래 고령사회 수요를
반영한 포괄적인 분류체계 필요
- 모니터링 정보의 확산과 이를 토대로 한 지식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책임주체와 이를 뒷받침 하는 조직적,
물리적 인프라 필요

■2016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산업별·지역별 편중 격차 해소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은 경영실적의 하락과 연구개발

- 최근 기업들의 업황이 위축되면서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는 측면이

투자의 감소, 특히 고용 300~1,000명 규모의 기업군에서 감소
세가 강하게 나타남
- 상장기업의 특허 동향은 2014년 한국특허출원의 감소가 나타나

있어 지역 균형을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내수기반이 강한 IT/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시장의 한계에 부딪
치면서 나타나는 혁신성 저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지만, 미국특허등록은 증가세를 보임
-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기업 전체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혁신 역량 강화 지원

매출 합계가 감소하고 있으나, 기업 전체의 영업이익 합계는 증가

- 기업생태계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하고 고용의 안정과 질에도

- 산업별 특성은 화학/비금속산업은 혁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여하는 바가 큰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경영 성과의

있으나, IT/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혁신이 부진

최근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 역량 강화 필요

- 광역권별 특성은 수도권 편중과 충청/강원 광역권의 성장세가

■해외 R&D 동향

보임

- 시장변동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단독 개발연구에서 기초원천

- 일본, EU를 중심으로 정부 및 정부산하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 일본 학술회의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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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연차보고서

■연구개발협력의 확대

■2016년 고성장 기업의 특성과 성장궤적

연구로, 기업단독 개발 또는 기업 간 협력에서 벗어나 기존의 공공

- 고성장 기업의 전형적 특징은 저업력, 작은 규모, 높은 혁신성,

부문과의 협력 연구를 늘리는 방향 모색

STEPI 2016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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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조사연구

조사연구 2016-07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2016년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고령친화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조사연구
2016 -08

34

35

조사
연구
2016
-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사업 Ⅶ

제1장 서론 | 제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 제3장 주요국 중소기업 종합경쟁력 분석 | 제4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동향 | 제5장 결론

연구책임자 박병원

연구책임자 박찬수

참여연구원 서지영, 이성호, 홍성주, 박성원, 윤정현

참여연구원 임채윤, 이동우

연구 목적

정책 대안

■우리나라가 당면할 미래사회의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불확실하고 복잡한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 발굴 및

정책 대안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지향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연구 과정에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고

- 정책결정을 위한 미래정보 제공
-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의 제도화
- 정책적 활용성의 극대화

목표와 비전 공유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 현재 수행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 수행체계는 그대로 존속하며

■미래연구 지식기반의 구축
- 미래이슈 분석 시스템 Shaping Tomorrow를 활용한 미래
이슈 발굴

■ 국내 중소기업 혁신 역량(R&D 투자, 기술수준 등)을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부족
- R&D 투자의 효율성, 질적 성장 등을 기존 성과 지표로 측정하기
곤란

정부의 의사결정 지원의 목적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외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목적의 기술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주요 내용

연구 목적

있도록 정부차원의 기술위험연구의 투자 확대가 필요
- 사회가 희망하는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선호미래의 핵심
가치와 단계별 추진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문가—
정부—지역사회 등 3각 체제 확립 필요

■비교대상국가(한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중소·중견기업의
종합경쟁력을 측정하고 비교·분석하여, 혁신정책의 근거를
제시
- 기존 추격형 전략으로부터 선도형 패러다임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 기술영향 평가(TA)의 방법론적 고도화, 도전과제 발굴
- IT 기술의 발전이 주요사회 인프라 Securit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 전략적 미래연구 활용을 위한 정책적용 도구 개발, 검증 및 국가
차원의 미래연구전략 플랫폼 정교화·내재화에 투자 필요

주요 내용
■성장성, 안정성, 혁신성, 역동성 등 기업 활동 변수를 종합하여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지수를 측정
- 국가별 총계(aggregate) 데이터와 함께 국가별 매출액 상위
- 중소기업 간 규모에 따른 이질성 때문에 중소기업을 종업원 300명
미만,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 한국인의 선호미래와 비전작업, 정책 이론 탐색

분석
300~1,000명), Group 2(중소기업, 1명 이상~299명 이하)로

- 국내 미래연구 매핑 분석 시사점 도출

나누어 데이터 구축

- 미래연구 지식 공유 및 사회적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방안

비매품
93320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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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의 경우 미국이 높은 종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경쟁력이 향상되던 추세가 2009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2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정체
- 중견기업의 경우 미국이 2010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에서
회복하는 추세이며,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수준으로 경쟁력 지표의 변동성도 큰 편임
- 국가별 경쟁력 지표를 기업 규모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 한국,
일본, 미국은 중소기업의 종합경쟁력이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상회
하는 반면 독일, 프랑스는 반대로 나타남

■R&D 사업 등 혁신 지원정책이 올바르게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
- 만일 혁신 지원정책이 사회안전망 확대로 활용된다면 정책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초래 우려

■중견기업군에 대한 혁신 지원 강화
- 다양한 산업부문과 기업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중견기업 혁신
지원 정책이 한국 현실에 필요

- 연도별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추출 후, Group 1(중견기업,

- 보건의료 정책 및 통합데이터 구축을 위한 과제

■미래연구 성과 확산 및 공동연구 활동

박찬수·임채윤·이동우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

- 한국인의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적 정책방향 연구
-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평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사업 Ⅶ

정책 대안

‘참여적 정책결정 시스템’이 구축 필요
■미래연구 방법론의 탐색 및 적용

조사연구 2016-10

기조 전환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신뢰도 높은 근거 수치 제시

- 참여적 미래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Toolkit 제작 및 운영 매뉴얼
개발

: : www.stepi.re.kr : :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조사연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사업 Ⅶ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사업 Ⅶ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Ⅷ

■ 수요자 중심으로 자율성을 대폭 이양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정책
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복합지수체계론 및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방법
론으로 기업 종합경쟁력 지수와 하위 변수를 구성
- 복합지수(composite index)로서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 PVN, OECD GFC 등 국제 공동연구 참여의 주요 시사점

표준화 방식」을 적용하여 각 국의 값을 최대값에서 최소값까지의

- 국내외 미래연구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방안

거리로 변환하는 ‘re-scale' 방법을 활용
- 각 세부지표 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AHP 설문조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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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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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2차년도)
제1장 연구의 기본 관점 | 제2장 지속가능한 로컬푸드시스템 | 제3장 자원순환농업과 가축분뇨처리 | 제4장 남은
음식물 자원순환;남원 영농조합 새벽을 중심으로 | 제5장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 제6장 지역 시스템 전환 사례와 과제 |

2

: : www.stepi.re.kr : :

조사연구 2016-12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 (2차년도)
- 농업·농촌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연구 송위진·성지은·김종선·황수철·허재욱·유리나

제7장 종합 및 정책방향

연구책임자 홍성범

연구책임자 송위진

참여연구원 조황희, 임덕순, 김기국, 이주량, 최해옥, 손은정, 신보규, 강지연, 이정아

참여연구원 성지은, 김종선, 황수철, 허재욱, 유리나

연구 목적
■한국을 급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해 우리의 정책대응력을 제고
■관련 분야 핵심연구 인력에 대한 인력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중국과학원은 12개의 분원, 100여 개 이상의 과학연구소(원),
130여 개의 국가급 중점실험실, 210여 개의 야외관측센터를 보유
하고 있음
- 973계획과 863계획에 환경 관련 기술 연구가 포함되고 있음

정책 대안

■ 중국 환경 관련 주요 정책
- 초기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낮은 편으로 환경보호국으로
출발하여 환경보호부로 승격, 환경보호부 내 환경모니터링사,
자연생태보호사, 환경모니터링센터 등에서는 환경보호와 관련

■정책적 시사점
향후 ‘정책지도’ 테마를 가지고 지역별로 다른 환경관련 규제를

2020년까지 자원절약형 및 환경진화적 사회 건설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구체적 목표를 제시

- 인구감소, 양극화 심화,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지속가능성이
취약해지고 있는 농업·농촌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 연구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에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회·기술시스템 형성 지향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 운영과 네트워크 형성

- 중국의 수질분야와 관련된 산업에 주목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공업
용수 폐수처리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 중국향 전략이 시급

지역 사회혁신의 핵심적 주체가 될 수 있음

정책 대안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
- 농촌 사회혁신 조직의 기술능력 향상과 네트워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 농촌 사회혁신센터를 통한 리빙랩 운영
-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시스템 전환의 비전과 전망을 논의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로컬푸드 시스템, 자원순환 시스템, 농촌 사회적경제

■기술적 시사점

·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공동체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팹랩형 농촌 지역공방 운영

파악한다면 특정 지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에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 한국 농업·농촌시스템의 전환 전략 연구

- 지역별로 다른 중국의 환경관련 규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생태문명건설 추진을 위한 중공중앙 및 국무원의 의견’ 문건에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

- 지역의 사회·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대중기술협력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석자료 제공

주요 내용

연구 목적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조사연구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 (2차년도)
- 농업·농촌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연구 -

(차년도 )

- 농업·농촌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연구 -

사회 기
·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

2016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환경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의 사회혁신, 지자체의 사회혁신 활동을 새로운 사회·기술
니치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논의를 전개

- 농업·농촌시스템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회혁신과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농업·농촌 연구개발사업
추진
- 기존 농업·농촌 연구개발사업의 ‘전환실험화’

- 로컬푸드
· 로컬푸드는 지역 차원에서 농식품이 순환하는 시스템으로서,

■중국 환경산업 현황
- 중국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편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실제 12차 5개년 규획기간 중국 환경보호 산업의 연평균 증가
속도는 15%를 넘고, 투자액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지역적 시사점
- 환경보호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의 특수분야와 이를 발전
시킬 수 있는 환경 기술적 수요파악과 이를 대응하는 한국기업의
환경기술을 매칭해주는 지원전략 필요

이를 통해 지역 소농의 조직화와 소득향상이 이루어지고 도시
주민들은 안정성이 높은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음
· 지역 차원에서 도시·농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는 니치
- 농업·농촌 자원순환 시스템

- 동부지역은 환경보호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보호사업의 설계

· 축산분뇨를 처리해 유기비료와 에너지로 활용하고 도시에서

및 자문, 환경보호기업의 융자서비스 등 고급영역에 선두적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을 축산사료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위를 차지

시스템은 지역 차원에서 쓰레기나 폐기물로 처리되는 남은

- 중서부지역은 환경보호장비 제조업에 머무르고 있으나 중국정부가
중서부 지역으로 동부지역의 산업 이전을 추진하면서 대량의
기술과 자금이 중서부지역으로 투입, 향후 환경보호산업 시장의
새로운 전쟁터로 부상

음식물과 분뇨를 순환하여 자원으로 사용
· 이를 통해 지역의 환경조건이 개선되고 경제적 조건도 개선될
수 있음
- 농촌 사회적 경제
·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는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자활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조직으로서, 사회
문제 해결과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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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기술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노동시장 분석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조사연구

조사연구 2016-13

2016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2016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2016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제1권 2016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김선우·이정우·김영환

제2권 지역별 기업가정신 실태 비교
별 책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2016 Young Innovators Talk 경과보고서

연구책임자 김선우

연구책임자 홍성민

참여연구원 김영환, 이정우, 서지영, 김형주, 손하늬, 김석현, 오지선, 김동현, 손준호, 박기윤

연구 목적
■창업대중화 시대를 맞은 한국에 있어서 창업활동에 대한 정부
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이 중요

비매품
94320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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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안
■부문별 주요 정책 과제
- (정부부문) 창업지원 예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규제 관련 효과적인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및 규제 맵

■본 연구는 STEPI가 정부와 민간의 교량 위치에서 창업대중화가
제대로 자리매김 및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일환으로 창업
정책과 창업콘텐츠를 제공
■2016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2015년의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와 네트워킹 활동(Young Innovators Talk),
정기간행물을 통한 확산 활동을 수행

작성, 선제적인 규제 개선 사항 발굴·조치를 위한 연구조직 및
협의회 운영

수요자 맞춤형 창업자금 정보 제공
- (대중부문) 대중매체를 활용한 창업문화의 선순환적 확산, 성실

가능한 창업교육 체제 구축, 글로벌 창업교육 강화, 온라인 창업
교육 플랫폼 구축

모니터링

■네트워킹 활동
- 대학, 지원기관, 정부조직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여성, 시니어
등 격차 이슈에 중점을 둔 기업가정신 확산 행사인 Young
Innovators Talk 행사를 7회 개최
- 다양한 국내 Young Innovators 사례 분석을 통해 예비창업자
들의 역할 모델을 제시

- 기술사의 산업 활용도 및 기여도를 높이는 한편, 효과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

■분석 방법

■연구 활동

「지역별 기업가정신 실태 비교」 발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기간 도래시 평가를 통한 기간 연장,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학점 인정 확대, 모두를 위한 창업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지속

시도별 기업가정신 및 창업생태계의 강점을 분석하여 별도의

수급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하고, 기술사 수급 안정화를

주요 내용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창업대체

- 대상별 기업가정신, 즉 여성, 시니어, 지역의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국
 내.외의 주요 지역별 창업 생태계 현황을 연구하고, 17개

■기술사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은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사

정책 수립, 창업기업의 다양한 성과 측정 지표 개발, 융자 반납

주요 내용

기업부문(창업성과, 창업자금), 대중부문(창업문화, 창업교육)의

연구 목적

- (기업부문) 한국의 유망 창업분야 지도 구축 및 맞춤형 창업지원

실패에 대한 경험 공유 및 재도전 문화 확대, 기업 투명성 및

- 부문별 기업가정신, 즉 정부부문(창업정책 및 예산, 창업규제),

참여연구원 손경현, 정미나

9 788961 124553
ISBN 978- 89- 6112- 455- 3(세트)

■ 대상별 주요 정책 과제
- (여성) 여성창업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시스템 구축,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여성창업 모델 개발,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을 감안한 유연한 여성 창업 모델 개발
- (시니어) 시니어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촉진, 지속가능한 시니어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실패한 시니어 창업자를 위한 재정
지원 수단 마련, 기업의 창업 지원 아웃플레이스먼트 사업 시행,
시니어-청년 협업 창업 및 시니어 마켓 창업 활성화
- (지역) 지역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 정책 수립, 범지역 상호 협력 및 연계 활성화로 시너지창출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창업 지원에 대한 평가 지표 개선

- 기술사관련주체(수요기업,발주기업,기술사)들을대상으로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기술사의 전반적인 역량 수준을 파악
하고, 현재 기술사의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 분석
- 우리나라의 기술사 노동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분석을 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며, 이를 통해 기술사의 노동 특성(고용,

- 모니터링 과정에서 도출된 기업가정신과 창업생태계 정보를
시의성 있게 대중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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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09~2015년 사이의 기술사 관련 직종의 고용(연평균
1.9%)과 임금(연평균 3.3%) 모두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수요의 증가세가 분명
- 건설업에 한정한 기술사 관련 직종의 고용은 감소세(-3.6%)를
보이나 임금(3.0%)은 상당히 상승하여, 노동수요에 비해 노동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 나타남
- 기술사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세부 직종인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정해 분석해 보면, 고용이나 임금 모두
증가세가 나타나 노동수요 증가세로 판단

정책 대안
■기술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

임금 등)을 분석

■기술사 시험 합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급 제약 상황을
■ 기술사 역량 수준 및 활용 현황 분석 결과

개선해 기술사의 확대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합격인원 예정선

- 기술사에 해당하는 역량을 갖춘 기술인력 역량 수준은 공대졸업

발제 등 도입 필요

이나 기사 취득 후 실무 9~12년의 경력을 갖추면 충분히 충족
하는 것으로 인식
- 수요기업에서 기술인력이 주로 근무하는 직종을 분석한 결과,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과,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이

■현재 시장에서 기술사의 적정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
규모가 18.2만 명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상한선으로 하여 향후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급 확대 추진

주를 이룸
- 기술사에 해당하는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기사자격 취득 혹은

■기술사의 공급 확대 정책은 기술사의 역량 혹은 경력개발 프로

공대 졸업 이후 9~1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인력이 전체의 기술

그램 등과 동시에 추진하여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유인이

인력의 약 80% 수준임

필요

- 기사 이상의 자격과 9~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의
수는 10만 9천명 수준이며, 4년제 공대 학사 학력과 9~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의 수는 15만 4천명 수준임

■정기간행물 「Entrepreneurship Korea」 발간

■기술사 노동시장 수급 현황 분석의 주요 결과

■건설 수주의 지역별 제한 완화 등 공사 참여 경험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

- 현재 기술사 관련 노동시장에서 활동 중인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술
인력 인원에 비해 건설분야 기술사의 수는 총인원을 기준으로 해도
1/4 수준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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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 성과를 낸 기업의 비중(혁신율)은 전체

■2016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조사 실시

제조업의 30.8%이며, 조직혁신과 마케팅혁신을 포함한 4대

- 표본설계, 설문설계, 표본추출, 실사 진행 등을 통한 조사자료

혁신율은 43.8%로 한층 높음

확보
- 조사결과의 검증 및 주요 지표 도출
- 통계표 및 보고서 작성

· 혁신유형별로는 제품 혁신율 24.3%, 공정 혁신율 16.7%, 조직
- 서비스업의 혁신(활동)율

■ 통계 및 데이터 관리

기업의 비중(혁신활동률)은 전체 서비스업의 29.2%이며,

- 국내외 유관기관 통계지표 제공

R&D 활동률은 15.0%임

주요 내용
■조사설계
- 조사 모집단은 2016년 이전 3년 동안(2013~2015년) 기업
활동을 수행한 상시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제조업체 및 서비스
업체
- 표본추출 틀은 2014년 기준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기업명부
및 사업체명부
- 상시종사자 수 500인 이상 기업은 절사추출을 통해 전수조사
- 업종별로 1차 층화하고 다시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2차 층화
- 표본배분에는 네이만 배분법 적용
- 셀별 최소 표본 수 조정 등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고려한 최종 배분

■주요 조사결과
- 제조업의 혁신(활동)율
·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 관련 혁신활동을 수행한 기업의 비중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시스템은 선진국의 무기체계를 이해·
동화·응용개발하여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목표를 둔 것으로,
추격형 구조 및 운영단계에 머물고 있음

정책 대안
■예산구조 변경을 통한 국방연구개발 예산 확충
- 국방연구개발의 고유한 특성과 갈수록 증가하는 국방연구개발
수요를 감안하여 국방예산 구조에서 국방연구개발 항목을 방위력
개선 항목과 구조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내외 안보 및 국방연구개발 환경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 역량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 미래 환경변화 대응 신속한 국방연구개발 기획절차 강화

선결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현재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명시된 신속 기술개발 제도인 선행
핵심기술연구사업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

· 서비스상품혁신 또는 프로세스혁신 성과를 낸 기업의 비중

■ 이에 본 연구는 선진 무기체계의 추격형 개발전략 단계에 머물고

(혁신율)은 전체 서비스업의 24.0%이며, 조직혁신과 마케팅

있는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시스템이 급변하는 미래 전장

■전주기적 민군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혁신을 포함한 4대 혁신율은 45.0%로 한층 높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내용 및 추진방안에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

· 혁신유형별로는 서비스상품혁신율 11.1%, 프로세스혁신율

대한 대안 모색을 연구목표로 함

17.8%, 조직혁신율 23.0%, 마케팅혁신율 26.6%로 나타남
- 정부 혁신정책의 효과: 정부 정책 가운데에서는 정부보조금 및
투융자 확대, 인력난 해소 지원 등이 기업혁신의 제고에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산학연 협력 지원, 규제개혁 정책
등은 상대적으로 그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정책 대안
■혁신율의 전반적 상승은 기업의 혁신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본 수는 제조업, 서비스업 각각 4,000개이며, 실제 응답 표본
수와 동일함

연구 목적

혁신율 22.3%, 마케팅 혁신율 18.8%로 나타남
· 서비스상품혁신 또는 프로세스혁신 관련 혁신활동을 수행한

- 원시데이터 관리 및 제공

참여연구원 홍성범, 유지은

9 788961 124706
ISBN 978-89-6112-470-6
ISBN 978-89-6112-457-7 (세트)

확대와 국방연구개발 수행주체 간 협력 촉진을 위한 독자적 공동
연구개발 모델 개발이 필요

주요 내용
■기
 술혁신체제(TIS) 관점에서 현행 국방연구개발시스템의 구조
및 역할, 상호작용 방식, 효율성 등을 분석
■국방연구개발 혁신체제

■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체제의 전문성 강화
- 방위사업청 IPT 인력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약화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장기보직이 가능한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여 IPT 역할과
책임을 맡기는 것이 중요함

- 국방연구개발의 거버넌스 및 추진절차 분석
- 국방연구개발 수행 네트워크: 국방과학연구소-방위산업체-특화
연구센터 및 실험실 등의 연구네트워크 구조 및 상호작용 진단
- 국방과학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 간 연구성과 비교 및 진단

■국내기업혁신에대한정부지원가운데에서는금전적지원과인력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규제개혁과 상생협력

■국방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성과 비교

등 환경개선 정책은 상대적으로 그 유효성이 낮음

- 방위사업법 지정 방산기업들의 경영성과 분석
- 혁신역량 및 연구개발 투자 현황 분석
- 특허 성과 및 생산성 분석

(혁신활동률)은 전체 제조업의 41.8%이며, R&D 활동률은
35.9%임

■해외 선진 국방연구개발 시스템 사례 분석
- 미국의 국방 연구개발 예산구조, 수행주체, 추진전략 등 분석
- 영국의 국방 연구개발 추진체계, 추진절차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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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2

제1장 서론 | 제2장 연구 범위와 틀 | 제3장 우리나라 박사후과정연구원 현황과 특성 | 제4장 우리나라 박사후과정
연구원 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 | 제5장 신진연구자 지원 모범사례 분석과 시사점 | 제6장 결론: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개선 방향

연구책임자 성경모
참여연구원 박미영, 강태원

연구 목적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한 사회가 과학기술의 다양성을 필요로

: : www.stepi.re.kr : :

정책자료 2016-02

이공계 박사후과정연구원(포닥)의 경력 경로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정책 모색
성경모·박미영·강태원

93330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G20 정상회의와 과학기술혁신 아젠다 연구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자료

이공계 박사후과정연구원(포닥)의 경력 경로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정책 모색

이공계 박사후과정연구원 포(닥 의) 경력 경로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정책 모색

이공계 박사후과정연구원(포닥)의 경력 경로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정책 모색

연구책임자 이우성
참여연구원 정도채, 고상원, 최동학, 박순호, 최윤정, 정하민

9 788961 124607
ISBN 978-89-6112-460-7

- 그러나 현재 출연(연)의 박사후과정연구원 인력정책은 이들에
대한 경력개발 고려 없음

하는 만큼 주어진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 인력들이 교육·훈련

연구 목적
■G20 차원에서 최초로 심층적으로 다루어지는 과학기술혁신 논
의인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각 의제의 액션플랜의 핵심

■디지털경제 TF의 논의와 시사점
- 회원국에게 지식재산권 강화, 개발경로의 독자적 선택을 감안한
협력, 투명한 디지털경제 정책수립 촉진, 국제표준의 개발과 활용
지원, 신임과 신뢰의 강화, 혁신촉진을 위한 무선주파수 관리

받기 때문에 한국도 과학기술 인력의 교육·훈련 문제에 대해

■ 국내외 신진연구자 지원 모범사례 시사점

내용 파악 후 우리나라 입장 도출 및 향후 G20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 사노피(Sanofi)의 글로벌 포닥, 프랑스의 ‘대학 연구를 통한 산업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마련

등을 권고함

주요 내용

정책 대안

요구됨

교육 협정서(CIFRE)’ 및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신진연구자 양성
프로그램을 조사

■기존의 박사후과정연구원 사업실태분석, 추진현황 및 성과

- 이들 사례는 모두 경력경로 다변화를 지원하는 개방성을 가지며,

분석에서 탈피, 연구경력 관점을 기반으로 박사후과정연구원의

과학기술계의 차세대 리더 발굴 차원에서 소위 검증되지 않은

경력개발 현주소 진단

신진연구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이들의 연구 독립성
유지를 중시함

주요 내용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연구지위
- 1차-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국내
연구중심 대학의 박사후과정연구원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정책 대안
■ 향후 한국 박사후과정연구원 전문직 진입 및 경력경로 다변화를
위한 변화 방향

여전히 박사후과정연구원을 비정규직 및 연구비 지원 대상이라는

- 대학-산업계 연계를 통해 대학원의 연구활동 관련 정보 및 산업계

시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연구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여 박사학위 취득자의 전문직 진입 및 경력

권리보다는 강의, 성과 등에 대한 의무조항 규정이 보다 많음

경로 다변화를 위해 공동 노력 필요

■ G20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기존 논의
- 2 015년 터키가 G20 의장국을 지내며 각각 Think20와
Business20에서 혁신과 디지털 경제 의제를 다루며 본격적인
과학기술혁신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안탈리아 정상 선언문에는
관련 의제들이 한정적으로 상정됨

■중국 G20 정상회의에서의 과학기술혁신 논의 분석
다루었으며, 관련하여 G20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
-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분과별 TF 설립, 분과별 액션
플랜을 도출하고 정상회의 선언문에 공식 채택함

■국내 박사후과정연구원 경력개발 진단결과 및 문제점

주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연구자금을 대학원으로 투입

■ 혁신 TF의 논의와 시사점

- 대통령포닥 펠로우십 수혜 시점이 박사후과정연구원에 진입한 시

하는 지원 제도가 필요

- 혁신 TF는 먼저 시너지와 협력을 혁신생태계의 조성에 필수

- 대학원과 공공·민간연구기관이 협업 계약을 통해 대학원의 교육

이 펠로우십이 연구 안정성을 통한 연구 성과 및 더 나은 연구

및 연구 훈련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개방적인 연구

지위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남

활동이 가능해야 함

- BK21플러스 사업 수혜자는 학계 외 다양한 미래경력 경로를
탐색하고 있는 반면 지도 교수나 대학은 여전히 학계 내에 한정된
멘토링 및 연구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과학분야 전공자일수록 박사후과정연구원 진입은 필수적이며,
이들에게 출연(연)에서의 박사후과정 경험이 연구 성숙 및 연구

- 민간ㆍ정부 상생ㆍ협력은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상시적으로 수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소통ㆍ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대ㆍ중소기업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고
공정하게 분배.확산하여 상생협력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 2016년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과학기술혁신 의제를

- 산업계에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을 대학 내 박사후과정연구원

점으로부터 2년 이내로, 이들에게 연구성숙이 필요한 단계에서

■혁신 의제 대응방안

요소로 꼽으며, 국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

■신산업혁명 의제 대응방안
- 표준과 IPR은 정반대의 개념이며,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는 IPR이 필요하고 국가나 산업 분야 차원에서는
표준화가 필요
- IPR 보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더러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

■신산업혁명 TF의 논의와 시사점
- 신산업혁명(New Industrial Revolution; NIR)은 생산성 증대,
에너지·자원 소비 절감, 환경보호에 기여
- 이로써 G20은 지속 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달성할 것이 기대되나,
소외 국가·계층 지원 또한 필요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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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stepi.re.kr : :

2016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정책자료 2016-04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방안 기획연구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방안 기획연구

2016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제1장 추진배경 | 제2장 국내외 동향 | 제3장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추진전략 | 제4장 사업 세부기획 | 제5장 사업

제1장 서론 | 제2장 기술협력 및 정책자문 | 제3장 인적역량강화 | 제4장 정책 및 조사연구 | 제5장 네트워크 기반구축

최병삼·박찬수·우청원·이성원

타당성 검토 | 제6장 기대효과

: : www.stepi.re.kr : :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자료

2016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방안 기획연구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방안 기획연구

2016
-05

정책자료 2016-05

2016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임덕순·조황희·송치웅·김왕동·김은주·김애리나·김지원
권미정·박건희·박신애·선주윤·이선아·이예진·조소영

| 제6장 결론

연구책임자 임덕순
연구책임자 최병삼

참여연구원 조황희, 송치웅, 김왕동, 김은주, 김애리나, 김지원, 권미정, 박건희, 박신애, 선주윤,

참여연구원 박찬수, 우청원, 이성원

연구 목적

9 788961 124621
ISBN 978-89-6112-462-1

· (R&D 서비스 도구 개발) 설계 SW, CAE 해석 도구, 시험.분석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 기획

기법, 컨설팅 서비스 기법 개발 등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혁신

- 국가혁신체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고급 일자리 창출이

기법 개발

가능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필요
- 2000년대 초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추진
해왔으나, 주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나 국내
시장에 대한 정책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정책 니즈를 파악하여
혁신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

· (R&D 서비스 BM 개발) R&D 컨설팅, R&D 인큐베이팅,
시험.분석 기법, 컨설팅 서비스 기법 개발 등 연구개발서비스를
기반으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 개발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바톤존 서비스 개발: 연구개발의 사업화 추진

■국내 기업은 규모나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
- 최근스마트기기,인공지능등의분야에서국내연구개발서비스업의
성장가능성을 일부 시연
- 다수 기업은 여전히 규모가 영세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적이며,
국내매출 위주
· 업체당 평균 매출액 51억 원, 인력 32명, 전체 수주 금액 정부
비율 53.6%, 민간 수주 금액 중 해외 비중 8.9%

개발 및 서비스 창출
수요 탐색, 기술 및 수요 트렌드 습득, 수요에 대응한 연구 개발업의
· (해외 연구개발서비스 수요발굴 지원) 적정기술 등과 같이
개도국 주민들을 돕고 국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새로운 경로를 적극 발굴
· (해외 수요대응 R&D) 연구개발지원업 네트워킹 역량과 연구
개발업의 R&D 역량을 결합하여 수요대응 R&D를 추진

정책 대안

■기업의 정책 니즈 파악
- 기업 실태조사에 나타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책 니즈 중에서

- 평가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 연구투입 소요예산 산정, 인력 확보
방안

평가, 연구개발 사업과의 관련성은 연구팀과 관련 전문가가

■사업타당성 검토

정성적으로 평가

-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정부지원의 타당성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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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 하의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모색
- 잠재적 협력대상국가의 주요 사회·경제적 현황 및 정책 조사
- 과 학기술혁신정책 훈련프로그램의 성과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한 모듈 개발

■중점 협력대상국가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현황 및 정책을 검토
하고 해당 국가의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와 수요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기반구축

과학기술협력 정책 아젠다 도출 및 정책 실행 방안 자문

- 국내 과학기술 ODA 관계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ODA 포럼을
추진하여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연계 및 협력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경험 공유 및
개도국 환경에 부응하는 수요맞춤형 인적 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방안을 모색
-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월드뱅크와 공동으로 제2차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경험 공유 및 국제 네트워크 형성

주요 내용
■기술협력 및 정책자문
- 3개 중점 협력대상국인 에티오피아, 페루, 에콰도르의 국가

정책 대안
■ 에티오피아 국가 과학기술로드맵 작성 등을 통한 정책 자문의

개발계획,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전략 개발 지원을 위한 경제·

모듈화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어 정책자문 사업 및 교육훈련

사회적 현황 분석

사업의 모듈화를 통해 향후 효율적/효과적 사업확대 방안 모색

- 해당국가의 현황, 특수성, 국가개발 우선순위, 수요에 부합하는
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 어젠다 도출 및 정책자문

■과학기술혁신이 여러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기타 개발
협력 주요 분야와 연계 방안 모색

■인적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 튀니지, 에티오피아 및 인도네시아 등 중점 협력국의 과학기술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과기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에티오피아의 공학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과학기술전문가
파견사업 추진

■교육·과학기술 연계를 통한 한국형 개발협력의 모범 사례 제시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경험 공유 및 공동 연구를 목적으로

- 상위 5개 항목을 도출
능력의 강화’, ‘양질의 연구인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

ODA 추진방안 도출

정책 역량 강화 및 현지 지식 확산을 위한 현지 워크숍 개최

· 니즈의 강도는 실태조사 응답 비율을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 ‘현재 분야에서의 기술력 제고’, ‘신규 서비스 개발’ ‘마케팅

■정
 부의 개발협력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구체적 과학기술혁신

R&BD 개발을 종합 지원

■ 사업 세부기획

니즈의 강도와 연구개발 사업과의 관련성을 평가

연구 목적

과정에서 ‘연구실→시장’으로 이어지는 영역의 바톤존 기술
- 연구개발기업 글로벌화 기반 구축: 해외의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주요 내용

이선아, 이예진, 조소영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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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전망

개도국 정부 및 협력 기관 대상으로 방문연구원 프로그램 운영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심화를 통한 협력 사업 도출 시도

- 기업 및 일자리 창출, 해외수주, 국내 연구개발 효율화

■정책 및 조사연구
■역량강화 세부사업 기획
-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서비스 개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새롭고 창의적인 도구(기법) 및 서비스 BM 개발로 연구개발서비스

-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혁신 분야 ODA 전략과 국제기구의
과학기술혁신 이슈 점검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분야 개발협력
동향 분석

역량 강화 및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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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구사업 방향
2017년 연구사업 방향

2017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 삶의 질 향상,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수립, 둘째, 국가과학기술혁신의 연구개발 혁신
효율화를 위한 예산 제도, 법제 혁신방안 제시, 셋째, 신기술 대두에 따른 기업 및 산업의 혁신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방안 제시,
넷째, 글로벌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과 글로벌 시장개척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신성장동력 및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창출에 기여하고, 정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따른 전략 수립,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및 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추진

ICT를 기반으로 한 기술융합의 속도와 범위가 확대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업 및 산업의
혁신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방안 수립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과학기술 패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추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한국의 저성장 국면 진입 등으로 기업들이 R&D를 강화하더라도 신성장
동력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확보하기

다임이 변화함에 따른 산업변화를 예측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건, 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신성장동력에 대한 정책 이슈를 탐색하기 위해, 글로벌 주도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접근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동인과 산업 파급전망,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 수요자 중심의 헬스케어 산업 전망과 대응전략, 바이오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연구 등의 수행을 통해 우리사회가 당면

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적 성과 제고방안

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과 문제에 대해 개념적, 실증적 토대를 확고히 하여 선제적인 대응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전략을 수립한다.

정부 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연구 추진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창출을 위한 연구 추진

최근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혁신정책 환경과 복지, 국방 분야 수요 증대에 따라,
과거와 같이 지속적인 국가 R&D 투자 증가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국가 R&D의 효율성과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연구 확대

과학기술혁신의 외교적 측면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의제들을 선도하고
개발도상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OECD, G20, UN 등에서 새롭게 대두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대응방안 제시가 필요한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SDGs), 포용적 혁신(inclusive growth) 등의 어젠다에 대해

시점이다.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R&D 예산 배분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기술혁신에

연구와 과학기술 혁신 ODA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및 외교 전략에

따른 고용 패러다임 변화와 과학기술 인력 양성전략, R&D 투자 영향평가 체계구축, 정부 출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연구기관의 협력적 융합연구 촉진방안, 국내 리빙랩 현황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등의 수행을

글로벌 포용적 혁신과 개도국 과학기술 역량 분석,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등의 연구사업

통해 혁신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국가 R&D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수행을 통해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과 우리나라 개도국 협력전략 개발을 지원한다.

산학연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창업, 기술사업화, 기술
규제 개선, 지역혁신 활성화 및 관련 법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제 발굴과 세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STEPI 고유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통계 DB 구축

과학기술혁신 활동 촉진과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STEPI 고유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통계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를
생산하고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기술인큐베이션 경로 진단 및 효율화 방안,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한국기업혁신조사를 추진하고,

해외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을 통해 창업과 기술사업화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

과학기술분야 혁신역량 파악을 위해 연관된 통계지표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2017

가능한 창업 및 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혁신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법제와 법제 정책수단 간 정합성 분석과 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를 수행하고, 혁신활동에서 중요성이 증대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혁신정책의 전략과 방향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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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구과제 목록
분류

기본연구
과제

과제명
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조현대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2차년도)

황석원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패러다임 변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전략

홍성민

민간 부문 이공계 박사인력의 연구개발활동과 특성

박기범

혁신정책의 변인(變因) 수용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양승우

오픈 사이언스 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안

신은정

국내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성지은

창의적 혁신조직의 속성 연구

장필성

R&D 예산배분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정장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적 융합연구 촉진방안

최종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김석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Ⅱ)

최병삼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 혁신정책의 전략과 방향

일반사업

통계·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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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형주, 이정찬

지역 산업기술지형의 변화 양태와 시사점

임영훈

수요자 중심의 헬스케어 산업 전망과 대응전략

정기철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적 성과 제고방안

박환일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인큐베이션 경로 진단 및 효율화 방안

손수정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이윤준

글로벌 포용적 혁신과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장용석

2017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김기국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12차년도)

김기국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9차년도)

박병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사업(8차년도)

임채윤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7년차)

이주량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사업(6년차)

홍성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3년차)

송위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3년차)

김영환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ODA Program) (4년차)

임덕순

2017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조가원

2017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조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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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주제 |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 (New Policy Challenges for Bio-health Innovation: Asian Perspectives)
장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국제 심포지엄.세미나

일시 | 2016년 6월 29일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STI) and Development
주제 |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개발과제의 해결
(Innovations for Shared Prosperity: Addressing Development Challenges through STI Capacity Building)
일시 | 2016년 9월 29일 ~ 9월 30일

장소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계은행(World Bank)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개발과제의 해결(Innovations
for Shared Prosperity: Addressing Development Challenges through STI Capacity Building)’을 주제로 「제2회 과학기술혁신(STI)과
개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개발과제 해결의 중요성과 사례를 발표하고 연구기관, 대학교, 국제기구 간
협업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2일간 10개국 11명의 해외연사를 비롯한 약 200여명의
과학기술혁신 및 개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개원 29주년을 기념하여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제(New Policy Challenges for Bio-health

개발도상국의 개발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중요성 제고, 과학기술분야 개발협력의 새로운 장, 실질적인 과학기술혁신 분야 개발

Innovation : Asian Perspectives)’를 주제로 「2016 STEPI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협력의 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세계은행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협력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분야는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 및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기 때문에

과학기술혁신 분야 개발협력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기업들의 잇따른 성과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표주제

확인해주었다. 이러한 최근의 관심을 반영하여,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 주요국이 직면한 바이오헬스 분야의 주요 이슈와 과제들을 나누고
토론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 정책의 역할을 논의했다.

SessionⅠ

Enabling Conditions for STI Capacity Building

일본과 중국의 발표를 통해 각 국가의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소개했고, 국내 발표는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 전략과 주요 정책

SessionⅡ

Tools for Strengthening STI Capacity

이슈,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 아시아 추격 모델을 소개했다.

Session Ⅲ

Roles of Innovation Actors in Strengthening the Innovation System

이번 발표를 통해 혁신환경이 다른 세 국가들의 정책을 비교하여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정책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Session Ⅳ

Tackling Development Challenges by applying STI Solutions

Session Ⅴ

Addressing Development Challenges through STI Capacity Building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주제

발표자

발표Ⅰ

21세기 일본의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과제

Mitsuru Miyata(일본 니케이비즈니스출판사 선임논설위원)

발표Ⅱ

중국의 빅데이터와 정밀의료: 도전과 기회

Yi-Xue Li(상해산업기술연구소 바이오메디컬본부장)

발표Ⅲ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 전략과 주요 정책 이슈

이상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획단장)

발표Ⅳ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 아시아 추격 모델

김석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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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50년,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장소 | 더케이호텔
주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시 | 2016년 6월 16일 ~ 6월 30일

국제교육·훈련프로그램

일시 | 2016년 12월 8일
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2016 Training Program for STI Policy
and Information Analysis
장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OICA 연수센터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 및 STIC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정보센터(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Center, STIC) 및 과학기술 관련 부처 공무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50주년을 맞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과학기술 50년,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주관했다.

총 20명을 대상으로 제2차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정보센터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Program on STIC (Ethiopia)」 연수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정책과 그 성과를 재조명하고,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작년 5월에 이어서 제2차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정보센터 역량 강화 연수과정은 에티오피아의 과학기술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정책 수립을 위한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하여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STEPI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의 다년도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며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과의 역사적 혈맹관계로 아프리카 역내 인구 2위, 경제 4위 규모의 아프리카 대륙을 선도하는 동아프리카 국가이다. 앞으로

STEPI 송종국 원장은 ‘과학기술정책 50년, 성과를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 과학기술 50년의 성장을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증가,

한국-에티오피아 간 과학기술분야 협력은 늘어날 예정이며 특히 연수 및 인력양성 분야 협력은 강조되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의 증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의 국가 간 비교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조명하고, 시대 흐름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의 변천과 성과,

본 연수과정은 STIC 연구원 및 과학기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경력과 관심 분야, 내부 발전 의지 등을 고려하여 1차 연수 대비 특히 과학기술데이터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과학기술 정책의 시사점 등에 대해 논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 100년을 위한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분석과 정보 분야, 과학기술정보 시스템 운영 관련 강의를 대폭 늘렸으며 세종국책연구단지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상록 분원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 앞에서 가속화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한국 과학기술의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견학 등 수요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

현위치, 우리의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인재상·인력양성 방안도 제시했다.

발표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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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발표Ⅰ

과학기술정책 50년, 성과를 돌아보다

송종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발표Ⅱ

미래 100년을 위한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

오상록(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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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11월 2일 ~ 11월 8일

장소 | 튀니스, 튀니지

주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튀니지 고등교육과학연구부(MHE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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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제협력단(KOICA), 튀니지 고등교육과학연구부(MHESR)와 공동으로 튀니지 과학기술혁신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연수과정은 2015년부터 진행된 튀니지 다년도 연수 프로그램의 2차년도 교육과정으로 2015년에 연수 참가자들의 큰 호평을 얻었고, 연수
효과제고와 확산을 위해 올해 프로그램은 튀니지 산업혁신진흥청(APII)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이전의날’ 행사와 연계하여 튀니지에서 진행할
것을 튀니지 측으로부터 제의받아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튀니지 과학기술혁신정책분야 실행계획수립 주무부처 및 유관부처 (튀니지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산업혁신진흥청, 정보통신부, 테크노파크 등)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STEPI는 전략적인 R&D 기획, 미래기술개발 로드맵,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주요 모듈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하였다.
본 연수과정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혁신기반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튀니지의 기술개발·기술이전·기술사업화 역량강화에 기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활발한 한-튀니지 과학기술혁신분야 협력확대, STEPI-MHESR 간 긴밀한 교류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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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제

발표자

2016.03.31.

[Talk at Chosun University]
스마트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변화와 혁신

구자룡(버튼테크놀로지구 대표), 이기호(투데잇 운영이사),
김동호(아이디인큐 창업자/이사), 김성태(휴이컴퍼니 대표)

2016.05.18.

[Talk at Kangwon University]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스마트한 삶의 시작

차승학(B.U.S. Creative 공동창업자:CPO),
이주완(플런티 Developer, Data Scientist),
박종일(디노웍스 대표)

2016.06.03.

[Talk at Sookmyung]
스타트업 블러썸(Blossom)

서숙연(해빛 대표), 김한균(코스토리 대표),
이혜민(핀다 대표)

2016.07.15.

[Young Innovators Talk]
청춘 2029 미래를 열어라

박종일(엠트리케어 대표), 문종수(웨이웨어러블 대표),
김종윤(오비츠 대표)

2016.09.29.

[Talk at Pukyong University]
부산, 스타트업의 새로운 무대

황성재(퓨처플레이 CCO), 염상준(벤디츠 공동대표),
손성훈(스포카 공동대표)

2016.11.10.

[Special Edition]
베이비부머의 새로운 인생 나침반, 창업

고영하(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신철호(상상우리 대표)
손민재(마이창고 대표)

2016.12.02.

[ASEAN-KOREA Young Innovators Talk]
글로벌 창업 꿈꾸는 한-아세안 청년 창업가 모여라

임정욱(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황희승(잡플래닛 대표), 이정수(플리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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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Innovators 포럼

2016 Advanced Training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of Tunisia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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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토론의 장이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 모색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정책포럼

과학기술정책포럼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정책방향을
▶ 산·학·연의 기술혁신, 연구개발전략,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및 정부의 정책담당자를 초청해서 과학기술정책의 현안과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논의하는 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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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주제

2016.01.13.

[제397회] 생산적 개발을 위한 한-중남미
과학기술혁신 협력 방안

2016.02.18.

[제398회] 창조적 축적: 한국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키워드

이정동(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16.03.09.

[제399회]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가속화:
2016년도 주요 정책방향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2016.04.15.

[제400회] 과학기술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 성장동력과 고용창출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재승(KAIST 바이오·뇌공학과 교수)

2016.05.19.

[제401회] 중소·중견기업 R&D 혁신방안

주영섭(중소기업청 청장)

2016.06.24.

[제402회]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핵심기술:
우리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김문상(KIST 로봇·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수용(글로벌핀테크연구원장, 서강대 컴퓨터공학 교수)

2016.07.21.

[제403회] 뉴프런티어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전환

마크 윌리엄 리퍼트(주한미국대사)

[제404회] 중국의 혁신드라이브정책과 국가연구개발

홍성범(과학기술정책연구원동북아사업단장/한-상해글로벌혁신센터장)
곽상수(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장)
이용태(중국외국인천인계획 방문학자, 前 재료연소장)
정회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협력부장)
이영백(한양대 교수, 중국무한대 초빙교수)

2016.10.13.

[제405회] 지역기반 지식 트라이앵글: 현황과 이슈

김형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혜란(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안주영(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백운성(충남연구원 연구위원)

2016.11.03.

[제406회] 기초연구 경쟁력, 질적 혁명에서부터

이민형(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충한(기초과학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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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경제-사회의 Tri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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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2016.05.11.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Living Lab에서 만나다

성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영(서울혁신센터 리빙랩 팀장)

2016.08.24.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이렇게 하고 있다!

임태호(한양대학교 교수)
이레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성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6.11.02.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국회 대토론회

성태헌(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김태희(한국연구재단 사회복지연구단장)
성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6.12.07.

디지털 사회혁신의 혁신 생태계 현황과 발전방안

김종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재흥(비영리IT지원센터 센터장)

발표자
Dr. Ernesto Stein(IDB Research Department)
Dr. Eduardo Fernandez-Arias(IDB Research Department)
Dr. Gustavo Crespi(IDB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Division)

2016.08.24.

주제

정재용(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사회기술혁신포럼
「사회기술혁신포럼」은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성 관점에서 과학
기술을 전망하고 혁신활동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출연연구기관,
시민사회, 대학,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기술혁신네트워크가
운영한다.

일자

주제

발표자

2016.03.24.

[제5회] 디지털 사회기술의 전만과 확산 전략

박경(ETRI SWㆍ콘텐츠연구소 부장)
문형돈(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정책단 팀장)

2016.05.18.

[제6회] 소셜벤처, 대덕을 만나다

성진경(오마이컴퍼니 대표), 이범식(에이유디 이사)
윤태환(루트 에너지 대표), 임세라(마블러스 대표)

2016.07.21.

[제7회] 시민참여 도시실험실, 어떻게 가능한가?
과학기술과 도시재생의 만남

류중석(서울 상도4동 도심재생센터장/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강도영(대전알짬마을도서관 관장)

2016.10.25.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리빙랩 사례 발표회

송태협(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김윤택(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추상호(홍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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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2016
jan.

feb.

mar.

apr.

01.21.

02.16.

03.18.

04.04.

04.22.

STEPI 과학기술 기자간담회

2016년 세계개발보고서 발간기념 세미나

STEPI-CONACYT 공동세미나

제7차 과학기술 ODA 포럼

jul.

s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폴리텍대학 MOU 체결

may.
04.22.

2016 ASEAN Global Business Model Demo Day

09.05.

STEPI - 고려대학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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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주요 행사

05.19.

05.20.

05.26.

07.01.

09.02.

과학기술정책연구원-중소기업청 MOU 체결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모색 세미나

STEPI - 에티오피아 교육부 MOU 체결

제8차 과학기술 ODA 포럼

STEPI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MOU 체결

oct.

nov.

09.07.

10.13.

11.21.-12.02.

11.30.

12.26.

STEPI - 세종특별자치시 MOU 체결

STEPI - 충청권 지역 연구기관(대전발전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MOU 체결

STEPI, 월드뱅크 연수 프로그램

제10차 과학기술 ODA 포럼

STEPI 글로벌 혁신전략 세미나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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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2016

STEPI 2016
주요 초청방문
jan.

jan.

feb.

01.04.

01.13.

02.24.

2016 STEPI 시무식

feb.

apr.

may.

02.25-26.

04.29.

05.10.

2016 STEPI 전직원 연찬회

2016 STEPI 춘계 체육행사

STEPI 개원 29주년 기념식

국방대학원

jul.

oct.

dec.

sep.

07.08.

10.26.

12.19.

2016 STEPI 추계 체육행사

2016 하반기 연구자문위원회

2016 상반기 연구자문위원회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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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5.25.

09.01.

인도 NISTADS

주요 원내소식

주요 원내소식

미주개발은행(IDB)대표단

토플러재단

JUN.

jul.

06.17.

07.20.

에티오피아 교육부

Laura Fine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oct.
09.01.

10.13.

대만 과학기술부 및 ITRI

주한우루과이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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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류회
연구교류회

과학기술정책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와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전문가 커뮤니티로, 전문 연구영역별로 학술적·창의적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내 . 외부 전문가 협력을 도모하는 연구교류의 장이다.
▶ 고
 령사회와 과학기술 연구회, 과학기술과 미래사회 연구회, 과학기술국제협력연구회, 과학기술전략연구회, 글로벌개발협력과 ODA 연구회,
시스템전환연구회, 이머징기술연구회, 중국미래기술연구회, 플랫폼전략연구회, 혁신경제전략연구회, 혁신정책 지식발전 연구회, 혁신정책
방법론연구회, 혁신정책의 이론과 실제 연구회 등 약 13개의 연구교류회 활동
교류회명

일시

고령사회와
과학기술연구회

2016.02.18.

인문-기술 융합에 기반한 기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2016.07.22.

과학기술과 미래 한국사회 트렌드

2016.08.26.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한국 사회

2016.09.30.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N15 현황과 전략

2016.11.04.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2016.12.09.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사회 관련 연구 이슈

2016.07.22.

국제안보측면에서 본 북극개발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EU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2016.11.30.

혁신관련 공공조달
(Innovation-related public procurement: Demand function instead of products)

과학기술과
미래사회연구회

과학기술
국제협력연구회

과학기술전략
연구회

글로벌개발협력과
ODA 연구회
시스템전환연구회

이머징기술연구회

중국미래기술연구회

78

주제

2016.02.19.

북한의 핵기술역량과 대응방안

2016.03.18.

경제학에서 기업가정신

2016.04.15.

연료전지가 여는 새로운 세상

2016.05.20.

Cut Achilles Tendon of Cancer

2016.06.17.

시니어 활동 및 기업가정신

2016.08.19.

포켓몬고와 IoT시대의 놀이문화

2016.09.23.

평행우주 속의 소녀

2016.10.21.

규제개혁, 옴부즈만 활동

2016.11.25.

2016년 나눔회 정리 및 2017년 운영 방안 논의

2016.02.05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rinking Water Supply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2016.03.10.

재생가능에너지 보급과정의 갈등 해결 방안

2016.09.09.

제20대 총선 정당별 에너지·기후정책 분석

2016.07.20.

Structural Dynamics of Keyword Networks-LCD and PDP Cases

2016.09.08.

문헌분석을 통한 트랜스휴머니즘 논의 현황과 변화패턴 분석

2016.11.10.

분석단위로서의 기술과 기술기획

2016.03.09.

중국제조 2025 분석 및 각 분야 검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연차보고서

교류회명

일시

주제

2016.02.04.

플랫폼 전략 연구의 동향 및 향후 계획

2016.04.08.

플랫폼 전략 연구동향 및 향후 연구주제 논의

2016.05.13.

플랫폼 전략 해외 연구동향 소개 및 연구주제 논의

2016.07.01.

탈추격혁신과 플랫폼 전략 및 플랫폼 정책 이슈

2016.09.02.

모바일 생태계 발전전략, 해외 플랫폼 연구동향 및 연구회 향후방향

2016.11.07

플랫폼 분야의 최근 연구주제 및 국내 정책 현황

2016.07.28.

4차 산업혁명 대응 방향과 혁신경제전략연구교류회 추진 방향

2016.08.31.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진화와 시사점

2016.09.07.

“STEPI 산업혁신연구”의 모색

2016.09.21.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과 이슈

2016.09.28.

과학기술의 세계화: 과학기술외교와 국제협력

2016.10.05.

STEPI 前원장님과의 대화

혁신정책방법론
연구회

2016.01.15.

중국 자본의 한국투자현황

2016.03.24.

미국 신기술 산업의 성장과 금융시장의 역할

혁신정책의 이론과
실제연구회

2016.03.12.

Innovation Studies의 글로벌 현황 및 우리의 좌표

2016.08.26.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공유와 학습

금강포럼(4회차)

2016.05.25.

기업가정신, 손정의 회장을 통해 엿보다

플랫폼전략연구회

혁신경제전략연구회

혁신정책 지식발전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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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

조사
연구

2016
-13

2016
-15-01

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K-PPI)

전략

정책연구 2016-13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2
0
1
6

정책연구

: : www.stepi.re.kr : :

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 조업 부문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 : www.stepi.re.kr : :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조사연구 2016-15-01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조사연구

제1장 조사개요 | 제2장 일반사항 | 제3장 혁신(활동)율 | 제4장 혁신성과 | 제5장 혁신 개발주체 및 혁신수준 |

3장 해외사례 분석 : EU, 스웨덴, 미국, 영국 | 제4장

제6장 혁신활동 및 혁신비용 | 제7장 혁신활동 특성: 정보원천, 협력, 목적 | 제8장 혁신 보호방법 및 저해요인 |

최종화·정장훈·이광호·이주영·김은아·이충현

술혁신형 공공구매(K-PPI) 체계 및 추진 전략

조가원·조용래·강희종·손수아·김민재

제9장 정부지원과 기업혁신

(분류기호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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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

(분류기호 : F)

값 6,000원

값 14000원

94300

93320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9 788961 124300
ISBN 978- 89- 6112- 430- 0

분류
P16-01

보고서명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석 연구

배용호

과학기술인력의 연구환경 진단과 대응 -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

홍성민

P16-03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양승우

P16-04

R&D 투자 영향평가 기반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황석원

P16-05

지역 기반의 지식 트라이앵글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방안

김형주

P16-06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조현대

P16-07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박기범

P16-08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연구성과물 공개정책과 과제

신은정

P16-09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

이광호

농업과학기술 혁신체계의 진화와 선택: 국가간 비교연구
혁신제품 확산효과의 예측모형 연구

정기철

P16-12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1차년도)

최병삼

P16-13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

조용래

P16-15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부상과 대응 전략

정일영

P16-16

포용적 혁신과 글로벌 협력전략

장용석

P16-17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분석과 협력 과제

이춘근

P16-18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 탐색연구

홍사균

P16-19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이슈의 탐색

박성원

이세준

F16-02

디지털 사회혁신의 활성화 전략 연구

김종선

F16-03

SDGs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외교전략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이우성

F16-04

한국 과학기술 50년, 기획조사 연구 - 과학기술 50주년 성과 분석 및 확산에 관한 연구 -

홍성주

F16-05

2016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김기국

F16-06

2016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조가원

고령친화 R&D 동향분석

서지영

① 2016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배용호

② 2016년 고성장 기업의 특성과 성장궤적

F16-09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Ⅷ

박병원

F16-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사업 Ⅶ

박찬수

F16-11

2016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환경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홍성범

F16-12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2차년도) - 농업·농촌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연구 -

송위진

F16-13
F16-13
F16-13

① 2016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김선우

② 지역별 기업가정신 실태 비교

이정우

③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2016 Young Innovators Talk 경과보고서

김영환

F16-14

기술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노동시장 분석

홍성민

F16-15

①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조가원

②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서비스업 부문

정책
자료
2016
-04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방안 기획연구

P16-14

전환기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대안 탐색

F16-08

최종화, 정장훈

연구책임자

F16-01

F16-07

이주량

P16-11

보고서명

분류

연구책임자

P16-02

P16-10

9 788961 124706
ISBN 978-89-6112-470-6
ISBN 978-89-6112-457-7 (세트)

: : www.stepi.re.kr : :

정책자료 2016-04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방안 기획연구

정책자료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방안 기획연구

P16-20

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김승현

P16-21

미래산업·신산업 분야 인재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홍성민

P16-22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 제정방안

양승우

P16-23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이명화

P16-24

국민 과학마인드 제고 방안 수립

박성원

P16-25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분석 및 플랫폼 구축방안

이민형

제1장 추진배경 | 제2장 국내외 동향 | 제3장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추진전략 | 제4장 사업 세부기획 | 제5장 사업

최병삼·박찬수·우청원·이성원

타당성 검토 | 제6장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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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매품

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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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TEL: 044-287-2000 FAX: 044-287-2068
http://www.stepi.re.kr

9 788961 124621
ISBN 978-89-6112-462-1

분류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J16-01

미래전 대응 국방연구개발시스템 발전 방안

하태정

J16-02

이공계 박사후과정연구원(포닥)의 경력 경로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 정책 모색

성경모

J16-03

G20 정상회의와 과학기술혁신 아젠다 연구

이우성

J16-04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방안 기획연구

최병삼

J16-05

2016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임덕순

STEPI 2016 Annual Report

83

과학기술정책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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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호

세션명

이상엽

(일본) 日 NICT, 빅데이터를 암호화한 채 고속으로 분석 가능한 신기술 개발

이정찬

(EU) 역사적인 파리 기후 협약 체결: 세계를 위한 EU의 노력

오승환

(EU) 디지털 싱글마켓을 향한 진전: EU 저작권법 개혁

장필성

국내
혁신동향

국내 핀테크(FinTech), 혁신 궤도에 오르다

임수연

소통하는
과학기술

3D 프린팅 전자의수 제작, 만드로(Mand.ro) 이상호 대표

임수연, 성경모

정책특집

2016년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10대 트렌드

최병삼, 오승환,
안형준, 성경모,
임수연, 이세민

세션명
해외
혁신동향

정책특집
제26권
제3호
(통권 212호)

인터뷰

안형준

(EU)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유럽연합의 고민

장필성

연구자본주의(Research Capitalism) 시대의 과학기술인력

박기범

한국의 전문 인력: 관찰과 전망

조가원

이공계 과학기술인력 고용 현황 분석과 시사점

홍성민

중력파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한국중력파연구협력단 오정근 박사와의 대담

임수연, 오승환

미래생각

미래면서 현재 ③ 대전환의 시대, 아시아 미래연구자의 역할

박성원

지상중계

제398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창조적 축적, 한국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키워드

이세민

통계로 보는 기업 혁신과 성과(당기순이익 부문)

강희종

정부출연연구소 50년, 정부출연연구소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송종국

(미국) 미국의 우주상업화 정책과 스페이스X의 로켓재사용 전략

안형준

(일본) 일본, 의료분야 빅 데이터 활용 방안

우청원

(독일) 독일 우수대학 육성 10년, 성과와 과제; 우수대학 육성·지원 사업
(Excellence Initiative) 평가결과 발표

양현채

출연연구기관 역사적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이민형

지상중계

2015년을 마무리하는 Young Innovators의 축제
‘2015 Young Innovators Talk Thank-You Party’

김영환

칼럼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기업 혁신과 성과(고용 부문)

강희종

(미국) 데이터 공개에서 열린 지식으로:
2016년 미국 정부의 자료공개 정책(Open Data Policy)

안형준

(일본) 일 정부, ‘사이버 보안 추진체제’ 기능강화 방침 발표

이정찬

(EU) 2016 다보스포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장필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이일수

파리협정 채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김길환

기후변화대응과 동북아 지역협력

남상민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현황 및 전망

김영규

NFV/SDN 기술을 통한 스마트 인터넷 구축 이슈 및 시너지효과를 위한 정책적 이슈

박세환

미래생각

미래면서 현재 ② 전남 담양에서 본 미래

박성원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기업 혁신과 성과(매출 부문)

강희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연차보고서

(미국) 미국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개혁

신영호

지표통계

해외
혁신동향

정책특집
제26권
제4호
(통권 213호)

저자

해수면 상승 대응의 지식간극(Knowledge Gap): 해수면 상승률, 해안지형 반응,
대응 전략의 불확실성

박성원

정책특집

제목

연구노트

미래면서 현재 ① 우리는 섬에서 미래를 보았다

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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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미래생각

해외
혁신동향

제26권
제2호
(통권 211호)

저자

(미국) 과학기술정책실(OSTP), 백악관의 2015년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과
활동을 되돌아보다
해외
혁신동향

제26권
제1호
(통권 210호)

제목

① 박원훈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정부출연연구소 50년 특집 인터뷰 ② 송철화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③ 손욱 전 ㈜농심 대표이사

오승환, 임수연
오승환

미래생각

미래면서 현재 ④ 충남 홍동마을 생태농업부터 국제관계 미션까지, “시골의 상상이
국가의 미래가 된다”

연구노트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정보 플랫폼 기술 및 앱 개발

방윤식

사피엔스 :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크라테스적 물음

장필성

지상중계

제400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과학기술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
: 성장동력과 고용창출

이세민

해외출장
리포트

한(STEPI) - 멕(CONACYT) 공동워크숍 포용적 지역개발을 위한 혁신

성경모, 이세민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기업 혁신과 성과(국내특허출원 부문)

서평

박성원, 진설아

강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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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정기간행물

권호

제목

세션명

(미국) 알고리듬 안에 내재된 사회적 차별: 빅데이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
해외
혁신동향

제26권
제5호
(통권 214호)

저자

우청원

(EU) 누구에게나 학술문헌 이용을 허하라. 유럽연합, 4월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회의 개최

양현채

신기술과 산업 지형의 변화 ① 인지컴퓨팅

이성호

신기술과 산업 지형의 변화 ② 3D 프린팅

최병삼

신기술과 산업 지형의 변화 ③ 핀테크

장병열

미래생각

미래면서 현재 ⑤ 학교 실습형 미래예측법 : 이머징 이슈 분석

박성원

연구노트

탄소저장량 및 공간분포 추정 기법 소개 - 기후변화 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 자료의 구축

노영희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 혁신 창출 환경에 대한 메타적 접근

장필성

지상중계

제401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중소·중견기업 R&D 혁신방안

이세민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정부지원제도 활용과 성과(고용 부문)

강희종

(미국) 미국정부, 장기이식 연구에 2억 달러 투자

안형준

(일본) 미생물을 활용한 투명 바이오 플라스틱

서평

해외
혁신동향

해외
혁신동향

정책특집

제26권
제7호
(통권 216호)

연구노트
서평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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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생각

저자

(EU) 영국, 유럽연합 탈퇴 결정

양현채

(일본) 이공계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관 행동 계획 발표

우청원

(미국) 대변이식과 대변은행

정교민

기술위험과 기술혁신의 공진화 관계 속에서 본 기술위험관리의 필요성과 논점

서지영

이머징 기술의 위험관리 정책의 현황과 전망 :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사례로

이중원

이머징 기술 위험과 참여적 리스크 거버넌스

박진희

유럽의 연구 고수들의 혁신을 위한 10가지 노하우

박성원

근접성 패러독스와 골디락스 원칙

권규상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및 정책적 이슈 - Li-Fi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박세환

연구노트

인터뷰

ICT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KOTRA IT 사업단
한상곤 단장

임수연, 오승환

지상중계

제402회 과학기술정책포럼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핵심기술:
우리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이세민

우청원

해외출장
리포트

2016 ICSB 월드 컨퍼런스: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추진을 위한 기업가정신과
혁신의 역할

이정우

(EU) 혁신기업 육성에 중지를 모으다. 유럽혁신위원회 설계에 아이디어 공모

양현채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정부지원제도 활용과 성과 (당기순이익 부문)

강희종

북한의 국방 및 핵심 과학기술정보 수집과 분석능력 강화 필요성

이춘근

(미국) 미국, 모두를 위한 클린 에너지 정책 발표

우청원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김정은 시대의 정보화 전략

김종선

해외
혁신동향

(EU) 독일, 신진 연구자에게 교수직 기회를 열다

양현채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한 혁신지향적 공공구매 정책의 경제전반 효과
분석 연구

여영준

중국의 혁신드라이브 전략과 13차 5개년 규획

홍성범

연결되는 공장, ‘중국제조 2025’

최해옥

학습하는 조직: 전환기에 필요한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장필성

중국의 이동통신 최근 주요 이슈

이규복

미래생각

미래면서 현재 ⑥ 자아효능감에서 나오는 미래 변화의 힘

박성원

연구노트

스마트 시티의 기준, 스마트 시티 인덱스

조유정

히든챔피언: 좋은 목자는 양을 이름으로 부른다

장필성

지상중계

제403회 과학기술정책포럼 뉴프런티어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전환
(Transforming the Alliance through New Frontiers of Cooperation)

이세민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정부지원제도 활용과 성과 (특허출원 부문)

강희종

정책특집
제26권
제6호
(통권 215호)

제목

세션명

안형준

(일본) 면역계를 활용한 골절치료 기간 단축 연구

정책특집

권호

AI,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지능연구 KAIST 사용자 및 정보연구실 오혜연 교수

정책특집
임수연, 오승환

해외출장
리포트

미래연구를 위한 플랫폼 전략 심포지움 PVN Symposium on ICT-driven
Disruptive Business Model

최병삼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정부지원제도 활용과 성과 (매출 부문)

강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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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정기간행물

권호

해외
혁신동향

창조경제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
- 스타트업 아메리카(Startup Americ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윤준

Young Innovators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창업모델

김영환

국제 비교를 통한 사업 규제 측면의 한국 창업 환경 분석

이정우

미래생각

미래 문제에 대한 역발상 “사회가 진보할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

박성원

연구노트

정부의 미래 돌발 이슈 대응역량 분석: 재난안전 R&D 투자를 중심으로

윤정현, 오승희

미세먼지, 그 실체와 저감 대책 방향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조경두 선임연구위원 -

임수연, 오승환

제목

세션명

(미국) 트럼프 45대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과학기술정책 변화
해외
혁신동향

제26권
제11호
(통권 220호)

(일본) 일본의 소셜미디어 산업동향과 시사점

저자
우청원
김광석, 이예진

(EU) 정책에 과학자의 조언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양현채

과학기술혁신 ODA 현황과 과제 - 정책자문사업을 중심으로 -

김왕동

과학기술 ODA 사업의 사례 ① - 제약분야

유제만

과학기술 ODA 사업의 사례 ② – 농업기술분야
-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조성 및 운영 성과와 시사점 -

원재희

미래생각

인공지능 시대, 트랜스휴먼 전략

박성원

연구노트

전력 믹스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CO2 배출량 비교 분석

우종률

창의성을 지휘하라 :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가꾸는 법

장필성

지상중계

제406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기초연구 경쟁력, 질적 혁명에서부터

이세민

정책특집

서평

해외출장
리포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연구하는 농업현장(Field lab)’ 설계를 위한 정책철학을 고민하는 연구여행

임영훈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혁신유형별 기업 성과(고용부문)

강희종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혁신유형별 기업 성과(당기순이익 부문)

강희종

(미국)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발표

우청원

(미국)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한 오바마 정부 사업 Top 10

우청원

(일본) 한계를 뛰어넘는 발상, 자연에서 배우자: 자연모사기술

최해옥

해외
혁신동향

(EU) 유럽이 간소한 혁신을 주목하는 이유

양현채

(EU) 신진연구자, 연구지원 확대를 호소

양현채
정책특집

2016년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

박환일, 이성호
오승환, 이제영
임수연, 이세민

미래생각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인가

박성원

임수연, 오승환

해외출장
리포트

미국 중소기업 R&D 지원 프로그램 컨퍼런스
2016 HHS SBIR/STTR Conference

이정우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혁신유형별 기업 성과(특허출원 부문)

강희종

해외
혁신동향

정책특집

중소·중견기업 R&D사업 추진 방향 제언

연구노트

클러스터 생애주기 변화와 기업의 동적역량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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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우청원
양현채

인터뷰

제26권
제10호
(통권 219호)

(미국)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저자

(EU) 유럽연구위원회(ERC), 기초연구의 학술적·사회적 영향 평가

정책특집
제26권
제9호
(통권 218호)

제목

세션명

한-CERN 협력사업 10년, 또 다른 도약을 향하여
-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 박인규 교수 -

임채윤, 조만석
채윤식

지상중계

제405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지역기반 지식 트라이앵글 : 현황과 이슈

이세민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혁신유형별 기업 성과(매출부문)

강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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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일자리, 성장동력, 고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경제・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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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지평을 여는 미래연구 전문 계간지

발간일

제목

저자

제181호

2016.01.01. 창조경제 진단 및 성과 제고방안 -창업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박찬수

제182호

2016.01.1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한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장병열

제183호

2016.02.01. 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희종, 김태양, 김기국

제184호

2016.02.15. 국내 리빙랩의 현황과 과제

성지은, 한규영, 박인용

제185호

2016.03.01.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과제

송위진, 정서화

제186호

2016.03.15.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 연계 촉진방안

홍성민, 손경현

제187호

2016.04.01.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체계 구축 방안

황석원, 김강현

제188호

2016.04.15. 국내 대기업의 기업가정신 수준 진단과 과제

이윤준

제189호

2016.05.01. 고고도 핵폭발에 의한 피해 유형과 방호 대책

이춘근, 김종선

제190호

2016.05.15. 연구개발 시스템상 성과평가제도의 역할 재정립 및 법제 개선방안

제191호
제192호

2016.06.01. 멘토링을 통해 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2016.06.15. 국내 디지털 사회혁신 현황 분석과 시사점

제193호

2016.07.01.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과학기술계 영향과 대응

제194호

2016.07.15.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혁신 연구의 국외 연구 동향 및 시사점

제195호
제196호
제197호

2016.08.01. EU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의 운영 실태와 시사점
2016.08.15. 기술선도형 혁신 강화를 위한 R&D-공공구매 연계전략
2016.09.01. 제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정책의 변화

양승우
성지은, 송위진, 김종선,
정서화, 한규영

정장훈, 이주영, 최종화

강희종, 김태양, 김기국

제200호

2016.10.15. 경쟁-협력의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을 통한 경영전략 및 기술정책 방향

제201호

2016.11.01.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산업기술보호 전략

2016.12.15.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 및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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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국

① 한국 사회의 통념적 미래이슈 진단

박병원

②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활시간 변화에 대한 예측

유재국

③ 저출산·고령화 시대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

엄미정

④ ‘공유의 시대’, 유행이 아니라 문화다

한상엽

⑤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신혼과 파경을 지나 중년부부로

김근식

⑥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충분한가 부족한가?

이헌석

글로벌 트렌드의 한국적 해석: 정치편 - 글로벌 정치 트렌드와 한국 정치

윤정현

3D 프린팅이 열어가는 의료 산업의 미래

김태양

①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와 제4차 산업혁명

박병원

② 인공지능 기술전망과 미래산업의 주요과제

조성배

③ 인공지능 기반의 비즈니스모델 혁신

이성호

④ 인공지능의 발전과 고용의 미래

나준호

⑤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최은창

⑥ 첨단기술의 발전과 미래정부의 역할과 형태

서용석

글로벌 트렌드의 한국적 해석: 정치편

홍성주

육종학자 김순권 박사 “공생이론으로 만들어가는 먹거리의 미래”

김선지

국가중장기전략 논의: 미국 대선과정에서 보는 시사점

박병원

로봇과 로봇이 만나 로봇을 낳는 미래

최수민

① “현실 속에 들어온 가상현실”

윤정현

② 가상현실 기술의 산업적 파급력과 시사점

김정현

③ 거대 융합 플랫폼으로서 가상현실 기술

정덕영

④ 가상현실의 새로운 진화와 사회의 변화

최항섭

⑤ 가상현실을 통한 교육과 문화 산업의 미래

최재홍

⑥ 가상현실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구태언

미래연구 해외동향

정부의 전략적 미래연구(Strategic Foresight)가 당면한 7가지

박병원

기획시리즈
FUTURE
INFOGRAPHICS

‘자율·창의를 위한 소통형 리더십’, 신학철 부회장 인터뷰

오지선

자비스(JARVIS) vs 에이바(AIBA), 인공지능 로봇의 두 얼굴

오승희

미래연구 포커스

미래연구
포커스

기획연재
기획시리즈
미래연구 해외동향
FUTURE
INFOGRAPHICS

Summer
2016

손수정

2016.10.01. 한국기업의 혁신역량 변화와 시사점

제204호

과학기술과 ICT가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려면

기획시리즈
FUTURE
INFOGRAPHICS

Spring
2016

미래연구
포커스

① ICT와 가치 중심 사고가 만드는 공유경제 생태계

조용래, 김명순
박찬수
박성원, 최종화, 진설아,
김은아, 이주영, 김정현

Autumn
2016

미래연구
포커스

송치웅
장용석, 정효정

저자
이주영

최종화, 김은아, 정장훈

제199호

2016.12.01. Understanding Korean STI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Economic Theory

Winter
2016

제목
Gamification: 일상이 게임이 된다면?

정효정

2016.09.1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리빙랩 구축 방안

제203호

세션명
FUTURE
INFOGRAPHICS
권두칼럼

장용석, 이정원, 엄미정,
박병원, 최용인

제198호

2016.11.15. 트랜스휴머니즘 부상에 따른 사회변화와 과학기술 정책이슈 탐색

권호

김종선, 송위진, 성지은,
김지혜

성지은, 송위진, 김종선,
정서화, 한규영

제202호

90

Future Horizon

기획시리즈
세종미래전략 연구포럼

정기간행물

권호

STEPI Insight

나현

② 지속가능한 공유도시를 위한 지역정부의 역할

강현숙

③ 카셰어링을 통한 교통시스템 혁신 전망

추상호

④ 유휴공간 공유를 통한 도시의 재발견

김은란

⑤ 세대 간 주거공유를 통한 사회혁신

김병권

⑥ 금융산업의 공유경제모델: 크라우드 펀딩의 미래

성희활

⑦ 재능의 공유: 미래의 지식, 경험, 노동 자원 활용방안

양석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위성” 쎄트렉아이 김병진 대표이사 인터뷰

이다은

지역 분권화의 미래: 혁신주도의 지역 발전

김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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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ship Korea
정기간행물

국내 기업가정신 및 창업생태계에 대한 즉각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책관계자와 정책수혜자 사이의 소통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 발간하는 창업연구 전문 계간지

권호

세션명
발간사
축사

Spring
2016
(창간호)

제목
「Entrepreneurship Korea」를 발간하며
창업하는 개인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기업가정신의 지식창고,
「Entrepreneurship Korea」 발간을 축하합니다

저자

권호

송종국
박용호, 남민우

창업대중화의 주역, 액셀러레이터

이정우

액셀러레이터와 대중의 접점 스타트업 연습생의 공개 데뷔무대, ‘데모데이(Demo Day)’

김영환

스타트업 국제화 플랫폼, 액셀러레이터

손하늬

액셀러레이터 법제화 이슈

이정우

정부지원사업 정부 창업지원 통합 브랜드, K-스타트업

손하늬

일본의 창업 동향과 창업생태계
글로벌 트렌드
인도네시아의 창업 동향과 창업생태계
'업을 찾아가는 플랫폼' 창업교육

제목

저자

시대적 흐름과 여성 창업

손하늬

여성 창업의 특성과 한국적 맥락

김영환

여성 창업가들의 목소리

오지선

여성 창업을 위한 정책 제언

김선우

포커스

포커스

영이노베이터 8PERCENT 이효진 대표 인터뷰

세션명

Fall
2016

김영환, 손준호

영이노베이터

Young Innovators Talk @숙명여자대학교

손준호, 김영환

스페셜

영화 속 창업가 | 영화 「인턴」, 영화 「조이」

김보건, 김동현

서포터즈
컨트리 리포트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부산창업지원센터
태국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생태계

김선우
Supatsara Sangna pachai,
이정우

오지선
Vivin Septiani
Jatmiko, 손하늬

여성 창업의 꾸준한 증가

오지선

크라우드 펀딩의 안정적 증가

김보건

창업지표

김석현

Young Innovators Talk’ in ‘2016 청년 기업가정신 캠프

손준호, 김영환

주요행사
포커스

Summer
2016

창업교육 주체들의 목소리, '창업교육은 대세다'

손하늬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전문가 총회 (GEC+ DAEGU)

이정우

창업교육의 미래방향 모두를 위한 창업교육

김선우

시니어 창업에 주목하는 세계

손하늬

현장체험형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 사례 KAIST-Kiswe
‘Global Entrepreneurship by Doing (GED)’ 프로그램

이정우

시니어 기업가정신의 의미

서지영

시니어의 사회적기업 창업과 기대

신철호

시니어 창업을 위한 정책 제언

김선우

[인터뷰] 투데잇 이기호 운영이사(COO)

김영환, 손준호

[행사 하이라이트] Young Innovators Talk @강원대학교

김영환, 손준호

포커스

영이노베이터
영이노베이터
서포터즈

대전 지역 창업 포럼, 도룡벤처포럼

컨트리 리포트 말레이시아의 창업생태계

손하늬
Grace Kahi
Sheen Yee

창업교육 가파른 성장세

김동현

엔젤투자자 꾸준한 증가세

박기윤

2016 ASEAN Global Business Model Demo Day

이정우

Winter
2016

Young Innovators Talk Special Edition

손준호, 손하늬, 김영환

스페셜

영화 속 시니어 창업 | 영화 「인턴」, 영화 「베스트 엑조틱 메리골드 호텔」

김보건, 오지선

리서치

창업 분야 진입규제 사례 및 시사점

김영환

창업지표

2016 STEPI 대중의 창업인식 조사

이정우

서울 50+ 국제포럼

김동현

정책포럼 '청년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김보건

Young Innovators Talk at 부경대학교

손준호, 김영환

창업지표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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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Policy Review

과학기술정책 관련 최신 현안 이슈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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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발행하는 이슈페이퍼

위해 발간하는 영문저널

권호

발간일

제목

저자

제23호

2016.03.25.

IT 기반 혁신거점으로 진화하는‘.nyc’: Silicon Alley의 가능성

손수정

제24호

2016.05.19.

기초연구 지원 동향 및 시사점(Ⅰ): 주요 선진국 사례

신은정

제25호

2016.05.26.

기초연구 지원 동향 및 시사점(Ⅱ): 주요 강소국 사례

신은정

제26호

2016.06.17.

산업 경쟁력 100년의 뒷받침: 미국 National Laboratory의 의미

손수정

제27호

2016.07.04.

혁신연구와 '사회혁신론'

송위진

권호

제목
The Rise of Korean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A Policy Niche for Transition?
Firm Characteristics and Modes of University -Industry Collaboration:
Cases of Japan and Thailand

저자
Jieun Seong, Hongtak Lim

Siriporn Pittayasophon, Patarapong
Intarakumnerd, Koichi Sumikura,
Hiromi Saito, Jun Suzuki

Japanese Policy and Programs for the Fostering of Global Entrepreneurs

Eunyoung Kim

Government-Backed Venture Capital as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Policy Instrument: A Chinese Perspective

Jun Li

Vol.7
No.1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in Vietnam:
Rationales and Perspectives
Science and Technology of North Korea:
Its Strengths and Potential Areas for North-South Cooperation
Sources of Income Polarization in Korea: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Trajectory of University Science Parks (USPs) in China:
Institutional Evolution and Assessment
The Role of Ecosystems for Start-up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Finland
Vol.7
No.2

The Emergence of the Sharing Economy: The Response Strategies
of Preexisting Taxi Industry Affected by Uber’s Disruption
Strategic Considerations for Development of the ICT Industry in Korea:
Exploratory Research Using Input-Output Analysis

Opportunities for Joint Cooperation in R&D for FEALAC Countries:
On Nanotechnology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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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동향과 이슈

수탁과제 연구

STEPI의 기본연구사업 중 외부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에게 연구수행을 의뢰하여 수행한 과제보고서 (총 2종)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수탁과제 연구보고서 (총 88종)

번호

96 |

연구과제

위탁·수탁과제 연구

위탁과제 연구

연구책임자

번호

주요 농촌진흥사업 진단 및 성과분석(3차년도)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이주량

1

과학기술혁신정책 미래이슈 발굴

정재용

1

2

중국 환경분야 현황 및 발전전략

한철규

2

바이오 규제 선진화 방안

이명화

3

기술수요자 참여형 공동연구사업 기획 연구

임영훈

4

사전통보승인(PIC) 국내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3차년도)

신은정

5

국민 친화적 행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례분석 연구

홍성주

6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방안

김석관

7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장병열

8

고령친화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고령친화 R&D 분류체계

서지영

9

과학기술 50주년 성과 분석 및 확산에 관한 연구

홍성주

10

연구개발서비스업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기획연구

김승현

11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 효울화 제고를 위한 2단계 사업 평가방안 수립

조현대

12

新 과학기술 혁신체계 마련

박병원

13

농업기술 글로벌 확산 및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거점 사업 개발

이주량

14

브렉시트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박성원

15

국내 기술규제 및 표준관련 예산현황 조사연구

정장훈

16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효율화 전략

박찬수

17

선진적 국가 위성운영체계 운영전략 수립

강희종

18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시민연구멘토단”구성·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

성지은

19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센터 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

박동배

20

국내외 적정기술 수요 및 공급 연계 체계 연구

이우성

21

아프리카(아프리카 연합,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와의 과학기술혁신협력 어젠다 개발 연구

이우성

22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및 산하작업반 활동에 관한 조사-분석(2016년)

장용석

23

계산과학공학 기반 R&D 효율화 체계 구축 및 경제성 분석 정책 연구

하태정

24

기술 사업화 및 사회적 활용·확산을 위한 리빙랩 구축 방안 연구

성지은

25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저작권과 공공구매를 중심으로

이광호

26

서비스 R&D 연구기관 설립 방안

장병열

27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 인재 육성·매칭 기반 조성 추진

박찬수

28

연구개발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 방안 연구

최병삼

29

사회문제 해결형 에너지 수확 방안 연구

강희종

30

기후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양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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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

연구책임자

번호

31

에너지 R&D 성과활용 및 환류에 따른 정책 적용방안 연구

연구과제

장진규

6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융합연구조직 역량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이광호

32

집단연구지원사업의 정성적 성과 분석을 통한 지원 필요성 및 개선방안 마련

박기범

62

한-아프리카 연합 간 과학기술 공동연구 협력시스템 개발

이우성

33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황석원

63

(재)아태이론물리센터(APCTP) 기능 재정립 및 신 글로벌 협력 전략

이우성

34

R&D기획단계에서의 기술규제 대응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정장훈

64

학생연구원의 연구 안정성과 교육 효과성 개선방안 연구

홍성민

35

R&D 혁신을 통한 주력기능 육성 방안 도출 연구

박병원

65

기술료제도 개선 연구

임채윤

36

자율과 책무 중심의 연구개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홍성주

66

서비스관련 기술개발사업신규기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1년차)

장병열

37

기초연구 중장기 투자전략 및 포트폴리오 수립 연구

이민형

67

한-UN ESCAP 과학기술협력 기반구축

이명진

38

과학기술인력개발 사업평가 모형 연구

조현대

68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인력개발전략 수립

장진규

39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력 유동성에 대한 연구

홍성민

69

과학기술 및 ICT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송치웅

40

중소·중견기업 R&D 전략 및 효율화 방안

김선우

70

한-ASEAN 과학기술협력기반 구축(2016)

이우성

41

중소 중견기업 R&D 지형도 분석

박찬수

71

ARIC (ASEAN-ROK 혁신센터)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기반 구축

이우성

42

중소 중견기업 R&D지원 성과분석

오승환

72

(KSP-IDB) 파라과이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도입방안 수립

장용석

43

중소 중견기업 R&D 투자 방향 및 중기청 예산배분 방안

정장훈

73

IBS의 중장기 규모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기획 연구

박기범

44

중소 중견기업 R&D 사업 전주기 효율화 방안

김영환

74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 및 K-ARPA 도입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제고방안

송치웅

45

핵심 성과지표 개발 및 효율적 성과관리 방안

임채윤

75

기초과학 연구확산을 위한 거대수치계산연구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동배

저탄소경제 비전 수립을 위한 2050 메가트렌드 분석연구

박환일

46

중기청 협력 R&D 사업 네트워크 분석과 시사점

양현채

76

47

오픈사이언스 공동 연구

신은정

77

중소형 원자로 수출통제 전략수립을 위한 도입예상국 핵비 확산 체제 분석

조황희

48

청정에너지 R&D 투자전략 수립 연구

정기철

78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운영방안 연구

박동배

49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연구

이우성

79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학생연구원 인력양성 개선방안 연구

홍성민

50

국가별맞춤형 수출전략개발(2016년 1차년도)

이주량

80

한-태 공동연구 프로젝트: 태국혁신청 혁신 플랫폼 개발

신태영

51

Uruguay: Technical Cooperation on Productive Development

장용석

81

중장기 원자력안전규제 경영 전략방향 조사 분석

하태정

52

2016년 기업가정신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 지수 개발

이정우

82

네팔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 PMC용역

임덕순

53

한-핀란드 창업생태계 및 네트워크 전략 비교 연구

김영환

83

미주개발은행(IDB) 경쟁혁신국 대표단 방한 지원사업

김왕동

54

주요 원자력시설 보유국의 핵물질 계량관리 규제체계 분석

박동배

84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2016년)

홍성주

55

R&D 평가모형 체계 개선

황석원

85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정보센터 역량강화(2차년도) 연수

김은주

56

APEC PPSTI 운영체제 참여 및 협력사업 추진(2차년도)

이명진

86

튀니지 과학기술 혁신정책(2015~2017) 2차년도 현지연수
인도네시아 기술응용청의 혁신 및 기술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연수프로그램
인도네시아 기술응용청 훈련담당자의 인적자원역량 제고 과정

57

(가칭) 탄소자원화 국가전략 프로젝트 기획연구

이광호

87

58

한·중 과기혁신 협력패러다임의 전환과 과제-‘16 한중과기혁신포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홍성범

88

59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

홍성범

60

한국의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 분석

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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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연혁

조직
조직도

국정의제를 선도하는 정책연구 강화
①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적합한 혁신시스템 전환연구

원장

연구자문위원회

② 미래연구의 정책연계 강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⑤ 정책기여 확대를 위한 기획 강화

③ 전략적 파트너쉽 확대

⑥ 성과확산의 수요지향성 확대

Vision

④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다각화

연구기획팀

홍보・발간팀

기획예산팀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동향・지표팀

경영지원실

인원

전략기획실

연혁

동향정보실

⑩ 신뢰 및 소통문화 강화

혁신기업연구센터

기술규제연구센터

⑧ 역량관리체계 구축

미 래 연 구 센 터

⑨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

글로벌정책연구센터

세종시 시대에 대응한 조직문화 정착

⑦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체계화

산업혁신연구본부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본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에

역량기반 인재경영시스템 구축

감사(비상근)

부원장

정책연구의 성과확산체계 구축

개방·협력 연구 확대

비전 및 연혁

비전과 5대 경영목표

인사관리팀
총무팀
재무회계팀
지식정보팀

2016년 / 2017년 예산
단위: 백만 원

2016년

1987

2005

1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7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 설립

총

개정(2005.5.31)에 따라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연구기관으로 소속 변경

1993

2011

5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8월 제12대 송종국 원장 취임

114명

시설비
949

지출

연구직

88명

인건비
9,165

연구사업비
14,101

경상운영비
1,732

수입

행정직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확대 개편
임원(원장)

25명

정부출연금
15,290

자체수입
9,048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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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380
합계 26,718

2017년

2014

4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정책연구 기능 인수

연구개발적립금
771

시설비
743

지출
연구사업비
11,722

인건비
9,364

연구개발적립금
244

경상운영비
1,835

수입
정부출연금
15,065

자체수입
8,062

기타
782
합계 23,909

5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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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장

실

전략기획실

행

정

김보영

원

bykim

【 사회기술혁신연구단 】

임직원 현황

원

email(ID@stepi.re.kr)

장

송종국

jksong

실

장

엄미정

umi

행

정

원

이승현

leeshyun

단

장

송위진

songwc

행

정

원

김효인

inakim

인

턴

이태엽

taeyobi

행

정

원

최미나

mina

연 구 위 원

김종선

jskim

행

정

원

최아람

aram0077

【 연구기획팀 】

연 구 위 원

성지은

jeseong

부연구위원

장영배

ybchang

원

팀
부원장실

장

【 지식정보팀 】
이명화

mlee

팀

나상현

장

nsh

책임행정원

한상수

sshan

선임행정원

라경민

lakm

연

구

원

정서화

jsh

장

이정원

leejw

선임행정원

조경화

khcho

행

원

김용일

yikim

연

구

원

한규영

han2me

연 구 위 원

박환일

hipark

전문연구원

강민지

mjkang

인

턴

김기훈

kkh3588

【 인재정책연구단 】

부연구위원

안형준

hjan

연

모미령

momr

홍성민

hsamu

부

원

구

원

부연구위원

최해옥

hochoi

행

부연구위원

이제영

jeilee

【 기획예산팀 】

부연구위원

양희태

htyang

팀

부연구위원

백서인

baekseoin

행

정
정

부연구위원

장 훈

hoonjang

행

연

구

원

김지선

jskim0927

인

연

구

원

정효정

hjung

연

구

원

유인혜

정

사

단
동향정보실

carrotlc
실

김기국

장

장

양진철

yangjc

【 동향·지표팀 】

원

박종석

jspark

팀

강희종

장

kkkim

kanghj

장

연 구 위 원

박기범

soli

연 구 위 원

조가원

kawoncho

부연구위원

성경모

lumilyon2

연

손경현

sonkh5354

구

원

원

이우현

whlee

연

구

원

김태양

taeyang58

연

구

원

손수아

sasohn

턴

최지원

jwchoi0216

연

구

원

이세민

smlee

연

구

원

오진숙

jinsookoh

연

구

원

임수연

sylim

연

구

원

정미나

minaj

연

구

원

정현주

stat93

【 R＆D 제도 혁신팀 】

liurh0921
실

김정근

경영지원실
장

김형수

kimhys

【 홍보·발간팀 】

장

양승우

swyang

책임행정원

한미영

hanmy

팀

장

홍정임

jnhong

선임연구위원

이민형

mhlee

실
감

원

정

팀

감사(비상임)

박하영

komj

선임행정원

이선희

monica

선임행정원

최 미

miyaa

부연구위원

신은정

ejshin

감사자문위원

박평규

ppk

선임행정원

오윤정

ohyoon

연

서현정

shj999

연

김영린

ylkim

행

김민준

jjun88

정

원

명예연구위원
명예연구위원
명예연구위원

신태영
윤문섭

hrhwang

원

구

원

행

정

원

고미정

komj

행

정

원

유민혜

srdrd13

연

구

원

손재원

jaewonson

행

정

원

최혜선

chs7764

행

정

원

장상근

sgjang

연

구

원

정원교

wkyjung

턴

장정현

blackprivet

인

턴

남지나

evol564

【 R＆D 성과분석 및 영향평가팀 】

인
islee2022

구

【 인사관리팀 】
팀

장

장

황석원

hsw100

선임연구위원

홍사균

sghong

팀
김지현

혁신정책연구본부

jhkim1108

명예연구위원

이재억

yun4184

선임행정원

정정환

jjh9917

본

장

이세준

sjlee

부연구위원

오승환

ohsh

명예연구위원

황용수

kohsjst2017

행

정

원

정의호

cyberjeh

선임연구위원

장진규

Jgjang

연

김지훈

kr18019

행

정

원

하선영

withhsy

선임연구위원

조현대

hdcho

선임연구위원

안두현

dhahn

초빙·방문연구원

【 총무팀 】

부

구

원

산업혁신연구본부

초빙연구위원

이일수

islee2022

책임행정원

이상병

leesb

선임연구위원

배용호

yhbae

본

장

김석관

kskwan

방문연구위원

황혜란

hrhwang

행

정

원

오세현

sehyun71

부연구위원

양현채

hcyang

연 구 위 원

손수정

sjsohn

초빙연구위원

윤철호

yun4184

행

정

원

이수연

sylee

부연구위원

우청원

woocw

연 구 위 원

장병열

jangpy

방문연구위원

고순주

kohsjst2017

【 재무회계팀 】

부연구위원

장필성

p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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