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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STEPI는 개원 30주년을 맞아 경제발전의 신화를 이룬

발간사

한국 과학기술의 찬란한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STEPI는 국민에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Think-Tank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일 과학기술 혁신의제를 선도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STEPI는 과학기술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사업과 확산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특별히 2017년에는 STEPI 개원 30주년을 맞아 STEPI의 지난 역사와 주요
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30년사」, 지난 30여 년간 수행된 기술혁신과 혁신정책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주제와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지난 2013년부터 혁신적 사업모델로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해 온 성공 청년창업가들을 소개
하는 사례집 「한국의 Young Innovators」를 발간하는 등 일반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대중서를 발간하였습니다.
STEPI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위상 강화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혁신협력정책
등을 모토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 R&D 지원체계의 혁신주체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예산배분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진단,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국가 R&D 시스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더욱 강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 전략 도출을 위해, 신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
모색,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전망,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와 함께, 사물인터넷 플랫폼, 수요자 중심의 헬스케어 산업,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등의 산업 기반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 패러다임의 변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 오픈사이언스
플랫폼, 창의적 혁신조직, 혁신정책의 변인 수용과 과학기술법제와의 정합성 등에 관한 연구는 산학연 혁신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현장 중심의 연구과제였습니다.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사업과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Program)은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유익한 연구
플랫폼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와 한국기업혁신조사,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관련 통계 및 데이터 축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STEPI는 과거의 30년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면서, 신뢰성, 유용성, 선도성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에 쓰임새 있는 과학
기술정책 Think-Tank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실 적합성이 높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

STEPI가 어느덧 개원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혁신주도 성장, 사람중심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 등의 과학기술 정책의제 추진에 있어
STEPI의 기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R&D 시스템 대혁신 방안과 미래지향적 국가혁신시스템 전환 전략의 마련, 미래 유망

1987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 · 평가센터 설립으로 시작된 STEPI의 역사는
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 · 관리연구소 시절을 거쳐, 1999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과 분리되어
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 연구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STEPI는 출범 후, 1980-90년대

기술 발전전략 및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전략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정책 수립,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도전과제 및 수요자 중심의
혁신연구, 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본 보고서가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
정부 관계자 및 모든 국민들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에는 과학기술 예측조사,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등 선진국형 과학기술정책 수단을 도입 · 정착시켰고,

지난 30년 동안 STEPI에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STEPI는 앞으로도 국민에 쓰임새 있는 과학

2000년대에는 국가혁신체계 구축, 과학기술 거버넌스,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연구 등 국가 차원의 과학

기술정책 Think-Tank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일 과학기술 혁신의제를 선도하겠습니다.

기술 의제를 선도하였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OECD를 비롯한 대표적 국제기구와의 협력, 대개도국
기술협력사업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글로벌 확산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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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민에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Think-Tank”로서, 국가 과학기술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정책 수립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7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혁신,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위상 강화로 국제사회로부터의 혁신협력 정책 등을 모토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연구,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창출을 위한 연구,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연구, STEPI 고유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통계 DB 구축의 범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STEPI 고유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통계 DB 구축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연구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창출을 위한 연구

국가 R&D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 및 산업 혁신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산학연 혁신역량 강화와 건강한 혁신생태계

정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대응방안 제시를 위해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구축을 위해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패러다임

「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R&D

동인과 산업 파급전망」, 「과학기술기반 미래

변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전략」, 「혁신정책의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2차년도)」, 「R&D 예산

연구」,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연구」 등을

변인 수용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

배분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정부출연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방안」, 「오픈 사이언스 정책의 도입 및 추진

연구기관의 협력적 융합연구 촉진방안」, 「국내

있는 패러다임 전환과 문제에 대한 개념적,

방안」, 「창의적 혁신조직의 속성 연구」, 「기술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를 추진

실증적 토대를 확고히 하여 선제적 대응 전략을

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기업가

하였다.

수립에 기여하였다.

정신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연구

국민에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Think-Tank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창출을 위한 연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연구

STEPI 고유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통계 DB 구축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 · 확보의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이슈 발굴과 개발도상국

과학기술혁신 활동 촉진과 기술기반 정책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건 · 환경

에는 과학기술혁신의 성공 모델을 제시 등을

연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

· 에너지 등 새로운 신성장동력에 대한 정책

통해 국제사회의 주요 과학기술 혁신의제

기술혁신 관련 통계 DB를 지속적으로 구축

이슈 탐색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선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사업」,

하고 신뢰성과 활용성이 높은 자료로 발전

이를 위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Pro-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기술혁신 성과

인터넷 플랫폼 전략」, 「수요자 중심의 헬스

gram)」 등의 수행을 통해 개도국 과학기술

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2017년 과학기술

케어 산업 전망과 대응전략」, 「바이오경제시대

혁신정책 수립과 협력전략 개발을 지원하였다.

인력 통계조사」, 「2017년 한국기업혁신조사 :

과학기술정책의제연구」,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을 추진하였다.

융합을 통한 산업 전망과 대응전략」, 「지역
산업기술지형의 변화 양태와 시사점」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010

011

STEPI 2017 Annual Report

01

2017년 연구실적 목록
분류

번호

조사
연구

정책
자료

012

013

연구책임자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황석원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02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송위진

03

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조현대

04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2차년도)

황석원

05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패러다임 변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전략

홍성민

06

민간 부문 이공계 박사인력의 연구개발활동과 특성

박기범

07

혁신정책의 변인(變因) 수용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양승우

08

오픈사이언스 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안

신은정

연구책임자 황석원

09

국내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성지은

참여연구원 권성훈, 김윤종, 김기환, 김지훈

10

창의적 혁신 조직의 속성 연구

장필성

11

R&D 예산배분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정장훈

1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적 융합연구 촉진방안

최종화

연구 목적
■ 과학기술

정책 대안

기본 계획의 여러 성과 지표 가운데 심층 계량 분석이

- 기본계획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의 시간 범위를 넓혀 성과와

필요한 경제성장 기여율과 일자리 창출 지표에 대한 실증 분석 수행

영향을 분석해야 함. 따라서 기본계획 상에 제시된 투자와 정책 과제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 지표 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

들이 어떤 성과와 영향을 창출했는지, STI 정책영향 분석 차원에서

13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김석관

14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최병삼

15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 혁신정책의 방향과 전략: 도시형 혁신공간과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

16

지역 산업기술지형의 변화 양태와 시사점

임영훈

17

수요자 중심의 헬스케어 산업 전망과 대응전략

정기철

18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적 성과 제고방안 – 건물부문의 기술융합 보급 활성화 방안 -

박환일

19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인큐베이션 경로진단 및 효율화 방안

손수정

20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 기술수출을 중심으로 -

이윤준

21

트랜스휴먼 시대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연구

박성원

22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7차년도) - 농업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선진통상농업 구현전략 -

이주량

23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이광호

24

적정 녹색기후기술에 대한 해외수요조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장진규

25

신정부 과학기술정책 방향 모색

홍성주

26

기술혁신과 중소기업 고용에 관한 사례 연구

이윤준

27

과학기술 정책평가 모형 탐색

이명화

- 경제성장에 대한 각 생산요소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분석기간

28

북한의 핵무기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체제

이춘근

1993~2014년에 대하여 노동의 기여도는 17.06%, 자본의 기여도는

29

2017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김기국

30

2017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조가원

31

2017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조가원

32

2017년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안두현

33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Ⅸ

박병원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 사업 Ⅷ

임채윤

35

2017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사업: 우주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이춘근

36

사회 · 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3차년도): 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산업형성

송위진

37

2017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김영환

38

기초원천연구 성과의 확산경로 조사연구

임채윤

39

글로벌 포용적 혁신과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 진단 툴킷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

장용석

40

과학기술정책 핵심의제 발굴 및 대안 모색

이정원

41

2017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임덕순

42

과학기술 정책 역사 콘텐츠 축적 및 활용 방안 연구 - 『과학기술 50년사』 사업수행 백서 -

홍성주

김형주, 정미애

2017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정책
연구

보고서명

01

방안
■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성과 지표의 개선 방안 제시

접근해야 함
- 객관적인 정책 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나 산하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정책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 중립적 연구기관에서

주요 내용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과제 전체 framework 제시(연구방법론, 실증분석 모형 등)

- 성과지표 분석: 계량모형
- 지표체계 개선: 인터뷰 및 브레인스토밍
■ 주요 성과 및 기대효과

- 패널 모형의 분석결과, 연구개발 투자의 산출 탄력성은 0.17로
추정되었으며 1% 수준에서 유의

50.70%, 연구개발의 기여도는 32.23%임
- 분석 기간 동안 GDP 증가율은 평균 4.76% 상승한데 비해 총요소
생산성은 평균 2.20% 상승
-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약 6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존(2012년 3차 계획 입안시)에 2012~2017년 사이 과학기술
인력은 645천 명 증가로 전망되었으나, 실제 관측 결과는 2012~
2016년 상반기 사이에 258천 명 증가함
- 기존 2012~2017년 사이 이공계 전문인력 수요는 152천 명 증가로
전망되었으나, 실제 관측 결과 2012~2016년 상반기 사이 35천 명
증가에 그쳤음
- 기대효과: 향후 4차 기본계획 수립시, 비전 및 성과 목표 설정을
위한 증거 기반(evidenc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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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2017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02

연구책임자 송위진
참여연구원 김남수, 김선영, 박상문, 박희제, 성지은, 송민근, 송완흡, 이병헌, 임재성,

연구 목적
■ 한국의 기술혁신 및 정책연구에 대한 리뷰

연구책임자 조현대
참여연구원 홍사균, 이세준, 송완흡, 정윤성, 박은진

정재용, 정준호, 정윤성, 조현대, 한재희, 황혜란

주요 내용
1) 한국의 기술혁신연구 동향과 과제

연구 목적
■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혁신 주체들(산학

정책 대안
<대학>

-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한국의 기술혁신연구의 특성에 대한 점검

- 「기술혁신연구」를 통해 본 한국 혁신연구의 동향과 과제

연)이 처해 있는 환경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가 R&D 지원체계

- 자유공모형, 장기안정적 기초연구지원 확대 등을 통한 연구자중심

- 기술혁신연구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리뷰

- 텍스트 분석을 통한 기술혁신연구의 네트워크 분석

발전방향, 비전에 부합하는 산학연별 국가 R&D 지원체계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방식 강화 및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방식 전환 등 연구자

- 문헌리뷰보다는 각 분야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의
평가
■ 기술혁신연구의 발전 방향 모색

- 그동안 수행된 한국의 기술혁신 및 혁신정책 연구에 대한 종합
정리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혁신연구의 발전 방향 탐색

2) 과학기술과 경영·경제
- 한국기업의 기술혁신전략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핵심이슈들 선정
■ 이러한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

- 한국 산업혁신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결과들에 근거하여 국가 R&D 효율성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혁신 주체별(산 · 학 · 연) 지원체계 개선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3) 과학기술과 공공부문
- 한국의 공공연구시스템 연구의 현황과 과제
- 한국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솔루션 제시

지원체계의 개념,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와 기존

정부의 관련 정책 및 혁신방안, 신정부 관련정책 분석

- 한국의 과학기술자 사회,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사회문제 해결과 과학기술혁신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신진과학자 대상 연구원 인건비풀링제 도입 등을 통한 우수 연구
인력의 이공계 유입 및 연구활동 지원

<출연(연)>
- 일자리 창출 · 개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연계관점에서의

주요 내용
■ 연구개발

4) 과학기술과 사회

중심형 기초연구비 산정방식으로의 개선
- 연구간접비 제도의 개선을 통한 연구기관 지원역량 강화

■ 상기 분석결과에 근거한 산학연별 R&D 지원체계의 핵심이슈들 선정

- 대학: 연구자 중심형 안정적 기초연구비, 기초연구비 펀딩방식,
대학의 기본연구비 블록펀딩 등
- 출연(연): PBS 제도, 비정규직 인력, 연구 운영·지원체계
- 산업체: R&D 조세지원제도, R&D 인력 지원체계, 기술료 제도
- 산학연 연계: 산학연 연구인력교류,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지역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지원
■ 선정된

핵심이슈들에 대한 실태분석 및 선진국들의 관련 정책

사례 분석,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상기 내용들을 종합 · 분석하여 이에 근거한 개선방안 제시

PBS 제도 개선
- 도전성 · 공공성 위주 중장기 · 대형연구 추진, 그룹기반 원천연구 등
기업 · 대학과의 연구 차별화 추진 등 출연(연)의 자기주도혁신 및 융합
연구 · 우수연구그룹 육성지원 강화
-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연구회 조직 · 운영 개선

<산업체>
- 중소벤처기업 R&D 연구인력 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 유도 및 연구
개발세제 개선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R&D 투자 확대
- 중소벤처 기업 대상 세액공제율 조정 강화 등 4차 산업혁명대응
투자 R&D 세액공제 신설
- 비용이 아닌 수익중심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기준 전환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기술료제도 혁신

<산학연 연계>
- 4차 산업혁명을 보는 올바른 시각·접근전략 정립 및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인력양성 지원 강화
- 산학연 연구인력교류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및
성과창출 지향적 협동연구개발 지원 강화
- 지역 산학연협력 지원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혁신생태계 구축

014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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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2차년도)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패러다임 변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전략

연구책임자 황석원

연구책임자 홍성민

참여연구원 오승환, 오동현, 오인하, 김지훈, 이준호

참여연구원 조가원, 서지영, 성경모, 박기범, 심정민, 박가람, 정미나, 손경현

- 매출액 관점의 고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연구 목적
■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STEPI 고유의 R&D 투자영향 평가

미친다는 증거가 없음
- 반면 고용 관점의 고성장 기업에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체계 구축
- STEPI 고유의 R&D 투자영향평가 분석틀과 DB 구축을 통해 STEPI
무형 자산 축적 및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기반 조성
■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장기 투자전략 등 정부 정책 과정에 기여

- STEPI 무형 자산으로 축적된 ‘R&D 투자영향평가’ 역량을 활용해
정부의 공식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1~2년 연구로 모든 것을 단언할 수는 없고, 신중한 해석과 더 많은

심층 분석이 필요함
■ R&D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급격한

기술 발전은 국민 삶과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침
- 과학기술기반 미래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그러한 변화 가운데 정부

주요 내용

R&D 투자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예측하는 ‘데이터 기반 델파이

■ 2차년도 R&D 투자의 경제적 영향 분석은 지난해에 이어 정부 R&D

지원이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에 집중하였음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정부 R&D 지원 수혜 기업이 비수혜 기업에
비해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어, 중소기업에

조사’가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도 수행되었음
- 2030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률, 인공지능이 대체할 직업,

■ 2차년도에는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과

장기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

기여함
- 기업의 수탁 R&D는 기업이 일정한 작은 규모 이상으로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 기업 성장에는 유의하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보통 기업이 고성장 기업이 되게 하거나, 고성장 기업으로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 R&D가 기여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양면적임

기술일자리의 측면에서 진단하는 데 초점
대응 방안 측면에서 미래 인재 양성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 기존의 정책 및 사업 정보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인력 중심 재구조화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국가행정시스템의 개편 필요

주요 목적

■ 과학기술인력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선순환 경력개발 체제 마련

주요 내용

- 과학기술인 경력개발 체계는 신진연구자의 역량개발뿐만 아니라
■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 및

고용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정리와 과학기술일자리에 대한 영향
분석의 틀 도출
■ 과학기술일자리의 변화 분석과 최근 기술혁신의 고용영향 진단

다임 변화를 양적 및 질적으로 진단

■ (1권) 중소기업의 경우, 첫째, 정부 R&D 지원 수혜 기업이 비수혜

기업에 비해 장기 성장이나 스케일업 성과가 좋다는 증거가 없고,

■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에 대해서는 지원 방식

이나 제도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 중심의 지원 방식보다는 R&D 바우처, 상환조건부 R&D 등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2권) 한편, 중장기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

과학기술 기반 미래 사회변화 전망의 조사분석 결과를 활용한
다면 증거기반의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더 튼튼해질 것임

- 산업 및 기술혁신 정책 전반에서 인력 중심의 정책 기획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 주체 및 인재 중심의 정책정보플랫폼 구축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에 따른 과학기술 일자리의 고용 패러

정책 대안

■ 정책 플랫폼 구축과 인재 중심의 R&D 체제 마련

-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의 질적 변화에 대한

꼭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분석 결과 정부지원이 기업의 장기성장(도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 기업의 자체 R&D 투자는 중장기 기업 성장에 매우 유의하게 (+)로

■ 인공지능 발달 등 최근의 기술혁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

로봇 밀도 등에 대한 구체적 전망치는 중장기 R&D 전략 수립에

둘째,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음
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정책 대안

- 과학기술 일자리의 변화 추이변화 추이 분석

대한 정부 R&D 투자에 대해서는 지원 방식이나 제도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연구 목적

2017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04

- 특히, 기술발전의 적용과 고용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제조업과 서비
스업을 구분하여 전체 일자리와 과학기술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진단

고경력 연구자의 자연스러운 퇴직과 경력다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반
- 고경력 연구자의 핵심 역량을 다음 세대로 이전시키는 가운데 과학
기술인력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로
발전
-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경제화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인력이 자신의
핵심 역량을 극대화시켜 미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
■ 과기인재 교육개혁의 틀 마련

- 과학자 양성시스템과 엔지니어 양성시스템의 분리
- 직업훈련 시스템의 고도화 연계: 엔지니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 최근 과학기술인력정책을 분석하여 미래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패러

인재의 부문 간 이동 촉진 필요

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시사점과 한계점 분석
- 특히 가장 선진적으로 인더스트리4.0에 대응한 인력정책을 발표
하고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는 데 초점
- 그 다음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의 기술발전 대응 정책을 기술인력에
대한 대응정책을 중심으로 리뷰하고 특징과 한계를 도출
■ 기술혁신의

고용영향에 대응하는 미래 과학기술인력 정책방향

제언
- 장기 패러다임 변화를 단계별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

016

017

STEPI 2017 Annual Report

07

민간 부문 이공계 박사인력의
연구개발활동과 특성

혁신정책의 변인(變因) 수용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연구책임자 박기범

연구책임자 양승우

참여연구원 홍성민, 조가원, 양현채, 오진숙

참여연구원 홍성주, 신은정, 우청원, 최지선, 김영린

연구 목적
■ 민간 부문에 진출한 이공계 박사인력의 업무와 경력 경로에 대해

시기별, 부문별, 영역별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의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

- 반면, 거점국립대학을 포함한 지역대학과 중소형 대학은 신진연구
인력 배출 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대학간 차이가 큰 편
- 민간 부문의 박사급 인력 활용도 매우 차이가 커서 대기업을 제외
하면 박사학위자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은 편

연구 목적
■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마련

- 혁신정책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거버넌스 재설계
- 국정 아젠다 구현을 위한 법제 개편방안 마련

- 제조업과 비제조업 등 산업별로도 박사인력 활용과 경력 경로는
■ 향후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및 조사

방안 도출

주요 내용
■ 연구의 배경

- 이공계 박사학위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선호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는 정체

큰 차이를 보임
- 이공계 박사인력과 관련한 정책은 대학원 중심의 양성 사업과 양성된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정부의 지원이 박사급 인력의
경력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신규 인력 보다는 기존 인력의
역량 향상과 고용 유지에 더 효과적
- 주요 사업으로 양성된 박사인력의 대부분은 대기업으로 취업하여
중소중견기업 진출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박사인력의 민간 부문 진출 확대는 첫째, 공공 부문의 일자리정체에
따른 사회적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과 둘째,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의 전문지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
- 박사인력의 민간 진출 확대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양성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진출 인력의 업무와 역할, 경력 경로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
■ 민간 부문의 이공계 박사인력 양성 및 활용 현황

- 우리나라의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경제 규모 대비 매우 높은 수준
이며 전체 인력에서 민간 부문의 차지하는 비중도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박사급 인력의 비중은 낮고 이들의 민간 부문 비중은
더욱 낮음

대학에서 박사학위자 배출
- 대학 유형별로는 우수연구중심대학군과 수도권 대형사립대학군
에서 젊은 신진연구인력의 대부분을 배출하며 이들의 민간 기업

-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및 소관부처 집행규범) 및 소관법제 조정
방안
- 정부조직 및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 관련 과학기술 법제 소관부처
이관 및 체계 정비방안 도출

■ 과학기술 분야 신규 입법수요 발굴 및 입법 방향성 도출

-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주요 정책 이슈 관련 법제
개편방향
- 개인정보 활용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법제 정비방안

■ 과학기술 분야 신규 입법수요 발굴 및 입법 방향성 도출

-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발굴, 개인정보 보호법제 등의 쟁점 및
개선방안
-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분야 공정거래 환경의 조성을

■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정비

방안 도출
- 정부조직 및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 관련 과학기술 법제 소관부처

위한 법제 개선방안
-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주요 정책 이슈 관련 법제
개편방안

이관 및 체계 정비방안 도출

정책 대안
■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이공계 박사인력 활용 정책의 초점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정책 대안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및 혁신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시스템상 관리요소 및

진출 확대가 되어야 함

정책변인 분석

- 박사인력의 민간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은 지역대학과 중소형

- 4차 산업혁명 및 혁신환경 변화 특징 분석

대학에 초점을 맞출 필요
■ 박사인력을 포함한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지표와 통계는 서베이와

- 선진국 연구개발정책 변화 방향과 주요 정책변화 분석
- 국내 R&D 정책 전환 방향 및 과제 시사점 도출

기초통계를 포함하여 여러 조사가 있으나 각각이 분절되어 체계

■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마련

적인 연결이 어려우므로 민간 부문의 활동과 경력에 대한 정보가

- 혁신정책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거버넌스 재설계

축적된 이후 민간 부문 이공계 박사인력에 대한 패널조사 도입

- 혁신정책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정책 집행조직 조정

필요

- 배출 현황을 보면 직장과 박사과정을 병행하는 인력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학원의 서열화 및 양극화가 매우 심한 상태에서 무려 1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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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관련 지표보다는 배출한 박사의 진로가 대학의 유형을 구분

하는 더 중요한 지표로 이에 따라 대학원의 역량 평가 및 지원
정책 필요

■ 정부조직 개편 및 현행 과학기술 법제 관련 입법안 제시

- (가칭) 「국가과학기술혁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재편 관련 법제 정비방안 제시

-「과학기술기본법」 관련조항 삭제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
■ 국가과학기술정책상 인텔리전스 및 연계기능 강화방안 제시

- 「과학기술기본법」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법제」 제정안 제시

체계 정비방안
-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 및 입법성과 평가체계 개선방안
■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 정비

방안 도출
-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개편 및 법제 이관방안

진출도 가장 활발

018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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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사이언스 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안

국내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신은정

연구책임자 성지은

참여연구원 안형준, 양현채, 최병삼, 양승우, 정원교, 김수연

참여연구원 송위진, 정병걸, 최창범, 윤찬영, 정서화, 한규영

연구 목적
■ 디지털기술의

정책 대안
발전과 더불어 과학계 오픈사이언스 추세가 확대

되고 있으며, 공공연구의 성과 공개에 관한 오픈사이언스정책은
이러한 추세를 강화시킴
■ 국내외적으로

오픈사이언스 추세가 새로운 과학계 전환을 예고

하고 있는 만큼 국내적으로도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이행이
필요한 시점임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목표 및 추진 원칙

- 정책의 범주: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공연구의 성과(출판물 및
연구데이터)의 공개
- 정책의 목표: 연구경쟁력 제고,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경제적
파급력 제고, 공공투자의 책임성 및 효과성 제고 등
- 정책추진의 원칙: 종합적 접근, 지속가능성과 유연성 확보, 민-관
협력 방식

■ 이에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동향을 살피고, 오픈사이언스와 관련된 국내 여건을 고찰하여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안)의 도입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세부 추진과제

주요 내용
■ 오픈사이언스정책에 관한 개념 검토 및 분석틀 마련

- 과학계 연구환경의 변화와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부상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개념에 관한 이해와 범주화
- 오픈사이언스정책 환경 진단을 위한 분석틀

-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제품 · 서비스 개발, 공공인프라 조성, 지역

연구 목적

사회혁신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 방식 활용

■ 리빙랩이 중요한 변화의 아이콘으로 등장

- 기존 공급자 중심의 R&D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사용자 참여와
현장지향성을 강조하는 리빙랩의 중요성 대두

- 공공연구 데이터에 대한 공개 및 활용 지원
- 개방형 연구협력소통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정책 대안
■ 리빙랩 적용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 리빙랩 사업의 현황 · 문제점을 진단 · 평가하고 정책과제 도출

- 우리나라에서 정책실험 단계에 있는 리빙랩의 경험 및 성과 공유를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 추진 · 평가체계 개선
- 관련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

통해 성공 모델을 도출
•연구개발사업, 지역혁신 및 사회혁신사업을 혁신하는 수단이자

■ 사용자, 시민사회 조직화 및 리빙랩 교육

- 공공성을 가진 사용자 및 시민사회의 조직화

방식으로서 리빙랩 확장 가능성 탐색

- 리빙랩 교육 프로그램과 도구 개발

- 공공연구 성과물 공개 규정 정비
- 공공연구 출판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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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리빙랩 학습 네트워크 및 추진 매뉴얼 개발

■ 현재 리빙랩은 시행 초기 단계로 개념이 폭넓게 해석되고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음

- 리빙랩 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모델 및 다학제 · 초학제 연구팀 구성 · 운영

■ 추진주체별 리빙랩 현황

추진주체

대표 사례

사업 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공공주도, 민간주도/제품 개발형, 서비스 개발형

산자부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제품 · 설비 현장 문제해결형
•중대형 R&D 수용성 진단형

- 미국의 오픈사이언스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융합 기반 서비스 R&D 지역확산 사업

•미래형 신서비스 산업 육성형
•SW 활용 지역사회 현안 해결형

- 일본의 오픈사이언스정책

서울시 - 북촌 IoT 리빙랩

■ 해외 주요국의 오픈사이언스정책 동향

- 유럽지역 오픈사이언스정책

■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 환경 진단

-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기술 및 산업 여건
-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연구 및 교육 환경

중앙정부

포항시 - 포항을 바꾸는 100일의 생활실험
지자체 및
중간지원
조직

풀뿌리 조직

대전 건너유 프로젝트
성대골 네어지 전환 리빙랩
서울대학교 캠퍼스 에너지 진단 및 사용자 참여 R&D

대학

동국대학교 LINC 리빙랩
대전대학교 새빛 LINC+사업

020

021

•특정 지역전문해결 및 사회혁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추진
•공공서비스 고도화 및 테스트베드 등 리빙랩 플랫폼 방식 운영

중앙소방학교 재난안전리빙랩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목표와 추진 원칙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세부 추진과제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 X 리빙랩 프로젝트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시니어 리빙랩

-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사회 및 정책 여건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향

대전시 - 센서기반 오정동 농수산물시장관리 리빙랩

•특정 지역 문제 해결 사업
•지역 커뮤니티 및 기술 실험을 위한 테스트 베드 사업
•대학 기반의 테스트베드 공간으로서 리빙랩 운영
•현장지향성 교과 운영 및 교육체계
•지역혁신 및 지역문제 해결 사업
•산학협력 비즈니스 모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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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혁신 조직의 속성 연구

R&D 예산배분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연구책임자 장필성

연구책임자 정장훈

참여연구원 장훈, 안형준, 이세민, 이준호, 이정찬, 박수원, 고영호, 송창현, 김도연

참여연구원 양승우, 홍성주, 최종화, 김명순, 하리다

연구 목적
■ 근래 탈추격, 선도형 혁신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목표 달성 및 효율 지향적 시스템에서 탐색 지향적인 창의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연구조직 및 혁신 시스템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일시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

■ 또한 산업(IT/SW, 콘텐츠)과 국가(미국/유럽, 일본, 한국)의 맥락에

따라 창의적 혁신조직이 가지는 특징과 배경을 함께 분석하였음
■ 창의적 혁신조직 속성 및 사례를 통한 공공연구조직 시사점을 도출

하였음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조직을 창의적 혁신조직으로 정의

연구 편의성 제고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요인의 달성이 창의적
연구 환경의 조성으로 직접 연결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음

하고 이들이 가지는 주요 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및 공공연구조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살펴본 창의적 혁신 조직의 속성들을 살펴보면 불만

요소와 불편요소의 제거는 창의적 조직들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 중

주요 내용
■ 본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R&D 종합조정제도와 재원배분 기준에

몰입 저해 환경 최소화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되는 내용

제도이나 지출한도가 지켜지더라도 실제 세부사업의 편성은 여전히
예산당국의 심의가 주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초점을 맞추어 정부 R&D 예산 배분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즉 예산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산배분원칙과 관행은 여전히

하고,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R&D 예산 배분과정의

미시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음

정책 대안
■ 기존의 연구 환경과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연구자 처우 개선이나

■ 본 연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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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정부 예산제도 및 R&D 예산 편성제도에 대한 이해 도모
- 둘째, 향후 R&D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론적 논의
- 셋째, 정량데이터 확보 및 분석을 위해 2017년 R&D 예산을 중심
으로 논의
- 넷째, 이론적 논의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 제시

정책 대안
■ 국과심 예산 배분 · 조정안을 의결사항으로 개정하여, 종합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 현재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에 기반을 두어 부처별

프로그램 지출한도를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향식 제도의 근간
하에서 상향식 요소를 혼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 (지출한도
설정의 실효성 제고)

주요 내용
■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 간 정합성 확보는 향후 ‘과학기술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개적으로 수행되어온 창의성

■ 몰입 저해환경 뿐 아니라 창의적 연구자의 유입 및 활용 방법, 몰입을

연구들을 종합하는 이론적 탐색을 수행하였으며, 심리학, 경영학

촉진하는 업무 맥락의 설계 방법, 보다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소통과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실제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

측면에서 개인적/조직적 창의성 결정 요인을 리뷰하고 뇌과학 및

팀워크 달성 방법, 창의적 시도를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스케일업

되지 못하는 것은 실제 심의회의 심의결과가 예산편성권에 별다른

■ 과학기술혁신본부 차원에서 (가칭)전략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근거를

공간 디자인 관점에서의 창의성 영향 요인 리뷰를 수행

하기 위한 전략, 연구개발 수행 과정 및 실패 과정에서 생긴 노하우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함, 국가재정법상

신설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략연구개발사업을 위한 별도의

축적하는 방법, 조직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방법, 창의적 조직 문화의

최종 정부예산안 제출의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존재

사업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 (국가재정법 제38조

■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단계와 조직 내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전/활용

단계에 주목하여 국가별, 산업별 주요 혁신 기업에 대한 사례 조사를

구축과 지속을 위한 리더십, 시스템 정착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하며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창의적 혁신 조직들이 창의적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단과 개선노력의 추진체가 국가차원/

성과 창출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창의 지향적 제도/문화/도구들의

조직차원에서 모두 작동하여야 함

■ 국과심 조정 · 배분의 제한적 영향력

■ 전략적 방향성 설정의 한계

- 지출한도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 R&D

예산배분의 투명성 제고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과학기술

R&D 예산 배분 · 편성과정에 있어 큰 변화임은 분명하나, 기존 제도의

기본법 제2장의2 등)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조정안을 최종

모음인 창의적 혁신조직 원형을 도출함

변화 없이 지출한도를 공동 설정하는 것만으로 R&D 예산 배분 ·

예산확정절차인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균형적인 시각

1) 창의적 연구자의 유입

편성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순 없음. 현행 지출한도의

에서 예산을 최종 조율하는 것을 제안

2) 몰입 저해 환경 최소화

설정은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3) 몰입을 촉진하는 업무 맥락 설계,

심의 결과 역시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대다수

4) 참여적, 개방적, 협력적 소통을 추구하는 팀워크 문화

변화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5) 시도와 실패를 소중히 여기며 전략적 스케일업과 자산화 노력
6) 협력의 토대가 되는 학습 문화
7) 창의적 조직 문화의 구축과 지속을 위한 리더십과 시스템

■ 전략적 배분의 한계

-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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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적 융합연구 촉진방안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2017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12

연구책임자 김석관
연구책임자 최종화

참여연구원 최병삼, 양희태, 장필성, 손수정, 장병열, 이제영, 김승현,

참여연구원 이광호, 조용래, 우청원, 이충현, 김은아

■ 시사점 종합 및 융합연구 협력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연구 목적
■ 융합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적 성과의 달성을 위해 모두

동일한 차원의 협력방식, 구조, 내용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하는 것
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융합연구 성과향상을 위해 어떤 차별

적인 협력방식이 필요한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연구를 진행
■ 연구질문의

이다은, 김단비, 송성수

탐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융합연구의 협력활동과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융합정책의 방향성 진단을

주요 목표로 정함

정책 대안
■ 융합연구 성과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국내외 융합연구정책 현황 및 방향성 검토

- 국내 융합기본계획 및 사업분석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사업분석
-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융합선도국의 정책방향 및 연구현황 분석
- 국내외 융합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협업개념의 고찰 및 집중분석 사례(TNO)

- 협업 개념 및 국내 정부사업 분석
- 융합연구 책임자 인터뷰 내용 분석
- 네덜란드 국영 응용과학연구소(TNO) 심층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융합연구의 협업성과 성과간 상관관계 실증분석

- 융합과 성과 관련 개념 및 범위를 재설정
- 성과분석 프레임워크와 연구방법론 설정

■ 4차 산업혁명론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가

마련하는 것이 목적

대한 두 가지 유형과 3가지 주요 관찰 사항을 도출

- 융합기술발전전략의 이행력 향상방안 마련

- 최근의 맹아적 현상들로부터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을 재정의

- 관련 중장기계획간 연계성 강화

- 이러한 기술 동인이 어떠한 산업적 변화를 가져올지 전망하고

- ‘분야간 융합’에서 ‘주체간 융합’으로의 전환
■ 정부출연연구원의 융합연구 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7개 산업(산업인터넷, 자율주행차, 스마트 에너지, 차량공유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리걸테크) 사례로부터 산업구조변화에

- 산업혁명의 역사로부터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을 확인

- 융합연구 참조모델의 발굴 및 활용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의 산업 파급 전망

보다 탄탄한 이론적, 개념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 융합연구 목적명확화를 위한 투자방향 설정

그것이 새로운 산업혁명에 해당할지를 판단
- 산업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해로부터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7개 산업 사례에서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정성적으로
추정함
■ 4차 산업혁명론의 재검토

- 새로운 산업혁명이 도래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고, 그것은 생산성의
증가로 입증되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그것은 4차가 아니라 3차
산업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

- 융합연구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구조 최적화
- 단계별 융합연구투자 전략 마련

주요 내용

연구 목적

- 협력주체 및 분야 확대
- 협력방식 확대 및 지식침해문제 해결방안 마련

주요 내용
■ 산업혁명의 역사로부터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을 도출: 아래 세 가지

정책 대안
■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이 한국에 제기하는 가장 큰 도전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충족되면 산업혁명이 성립되는 것으로 제안

제도 혁신

① 산업화 4대 요소(소재, 동력/에너지원, 생산수단, 교통/통신) 중

-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은 기술, 조직, 제도가 상호작용하는

일부 혹은 전부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
② 산업화 4대 요소의 변화가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산업 문명을 창출
③ 큰 폭의 생산성 증가
■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

- 요소기술 수준(미시)에서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
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 등 5대 핵심기술을, 시스템 수준(중간)

생태계 차원의 경쟁이며, 디지털 전환에 유리한 제도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승리할 것
■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혁신정책 과제: 4차 산업혁명의 공통적

특성 4가지로부터 5가지 혁신정책 과제를 도출
- 3대 핵심과제: 진입규제 완화, 데이터 인프라 확충, 창업 생태계
선진화
- 부수 과제: 공공 R&D 뉴딜 추진, SW 인재 양성 강화

에서는 이들 5대 핵심기술이 서로 연계되어 구성하는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시스템을, 트렌드 수준(거시)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 전환의 심화를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협업의 강도와 융합연구 성과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 융합과제 설문조사 데이터 기반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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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 혁신정책의
방향과 전략: 도시형 혁신공간과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

연구책임자 최병삼

연구책임자 김형주, 정미애

참여연구원 양희태, 이제영, 최해옥, 이성원, 임수연

참여연구원 최해옥, 임영훈, 고병옥

연구 목적
■ 글로벌

사물인터넷 시장 및 생태계의 현황과 전망, 주요 기업의

플랫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 대안들을 제시

주요 내용

- 사물인터넷의 기저 플랫폼 간 경쟁은 향후 글로벌 ICT과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존기업 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당분간은 분점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

정책 대안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시대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 차원에서

- 상향식(bottom-up) 입지제도를 활용하여 혁신활동 촉진
- 도시개발계획과 연계를 통해 도시형 혁신공간 조성

- 물리적 공간 차원에서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혁신공간의

-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 민간과

- 사물인터넷의 각 분야에서 플랫폼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업종별 핵심 데이터를 고객으로부터 확보, 분석, 활용하는 플랫폼과

있는 ‘도시형 혁신공간(Innovation District)’의 개념적 틀과 정책적

데이터를 모으고 축적하는 공간으로서의 클라우드(H/W), 이를 분석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H/W, N/W, S/W 등의 종합적 역량을 자체적으로

하는 도구로서의 빅데이터(Data)와 인공지능(S/W)으로 구성된

또는 기존 기업과 ICT기업 간 제휴를 통해 확보해야 함

- 사물인터넷은 ‘데이터 기반의 현실 · 가상 연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물인터넷이 기존 상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하드
웨어 · 소프트웨어 · 네트워크를 결합한 시스템 상품이며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결정
- B2B 사용자는 기업의 규모 · 역량, 업종별 특성, 기존 시스템 및 거래
관계 등을 중시하고 B2G 사용자는 복지, 국가경쟁력 등의 공공적
가치를 중시하므로 사물인터넷 시장의 미래를 전망할 때 이와 같은
사용자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 도시형 혁신공간 정책 방향과 전략

제시하고자 함
필요성을 분석하고, 최근 혁신 활동의 새로운 중심지로 주목받고

다수 등장

정책 대안

도시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도시혁신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기업은

새로운 종류의 플랫폼, 플랫폼의 플랫폼(Platform of platforms)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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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디지털 공간 차원에서 생산, 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 국내 기업의 플랫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차원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도시혁신의 흐름을 소개하고, 가능성을

장기적 지향점 설정, 데이터 경제 활성화, 플랫폼화 및 빅데이터화

보여주는 사례와 이슈를 발굴하여 이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과

지원, 공공사업을 활용한 국내기업 육성, 사업 규제 및 제도 정비 등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추진

주요 내용

협력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을 위해 지역간 경쟁
- 입주업종 제도를 개선하여 도시형 혁신공간으로써 다양성과 전문
화의 조화 추구
■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의 정책 방향과 전략

- 개별 추진 전략과 분산된 정책을 데이터 관점에서 제도 정비
- 공공데이터와 인프라 공급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데이터 프로슈머
(prosumer)로 전환
- 정부 주도의 데이터 개방과 인프라 건설 정책을 데이터 생태계
다양화 및 저변 구축으로 확대

■ 디지털 전환 시대 도시혁신의 의미
■ 제1부 물리적 공간차원: 도시형 혁신공간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지원에서 도시
문제와 데이터 과학 융합분야 연구 지원으로 확대

- 도시형 혁신공간의 개념과 동향
- 한국 혁신지형의 변화와 도시형 혁신공간에 대한 수요
- 도시형 혁신공간 관점에서 연구개발특구 분석

- 국내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경쟁력은 기술적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의
역량이 우수하거나 추격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경영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은 글로벌 수준 대비 미흡
-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시티에서 플랫폼 구축 및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ICT기업의 생태계 참여 확대로 인한 경쟁 · 협력도
본격화

■ 제2부 디지털 공간차원: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

-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의 부상과 배경
-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의 선도사례: 미국 도시와 연방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의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 가능성과 한계

- 사물인터넷 시장의 경쟁은 향후 분야별, 지역별로 다수 기업이 공존

■ 도시혁신

하는 분화된 시장(Fragmented market)이 될 전망이며, 기존 기업

도시혁신

정책의 방향과 전략: 도시형 혁신공간과 데이터 기반

들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ICT기업과의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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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기술지형의 변화 양태와 시사점

수요자 중심의 헬스케어 산업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책임자 임영훈

연구책임자 정기철

참여연구원 김형주, 양현채, 고병옥, 최지영, 장선화

참여연구원 김승현, 정일영, 이다은, 김가은

연구 목적
■ 특허로

정책 대안

대변되는 지역 기술지식의 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시켜 이해
■ 양적 경제지표 중심의 관점과 다른 시각에서 지역산업정책의 실효성을

■ 전략산업 범위의 정제 또는 전략산업 선정의 적절성 재검토
■ 제조업 편중 전략산업 육성 추진의 개선
■ 기술지식의 선행성을 감안한 R&D 지원

점검, 성찰하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연관다양성을 제고하는 기술지식의 융복합 촉진 지원

연구 목적
■ 한국적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 헬스케어 산업 미래 전망을 통해

■ 지역혁신체계와

지역산업정책, 특허 기반의 지역 산업기술지형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

■ 사례지역(전북,

강원) 특허정보를 토대로 특허분류체계(IPC)와

산업분류체계(KSIC)의 연계 · 변환 및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
■ 지역 기술지식구조의 구성과 연계 특성 분석
■ 지역 기술지식구조 변화의 주요 트렌드 분석
■ 지역 기술지식구조의 구성 및 연계 특성을 산업 연계 특성과 요소

기술 연계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
■ 지역 특허정보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 산업기술지형과

지역전략산업이 적절하게 부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종합
결론과 정책 제언을 제시
■ 사례지역

산업기술지형과 전략산업의 연관 수준을 시범적으로

포지셔닝한 결과를 제시
■ 전략산업별

포지션 결과 및 특성에 따라 향후 지역산업정책에서

접근, 고려해야 할 전략방향이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제언

- 의료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 헬스케어 주요
제품/서비스 현재 이용 경험과 미래 이용 의향, 그리고 건강정보

- 본 연구는 수요자 중심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이 국민들이 더욱

이해능력 정도를 파악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처한 보건의료 분야 문제점 혹은 위험 요인의 해결에

■ 한국 상황에서의 수요자 중심 헬스케어 산업 전망

- 결정요인의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헬스케어 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현재, 중기, 장기 시점에서 전망

- 이에 현재 한국의 수요자 중심 헬스케어 산업 현황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미래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한 대응과 전략을 준비
해야 수요자 중심 헬스케어 산업이 소망하는 미래 역할을 하도록

■ 지역산업정책의 전개 과정과 현황을 개관

■ 의료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대응 전략 모색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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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할 수 있을지를 모색

정책 대안
■ 현재에서 중기로의 전환 대응 전략

- 수요자 건강정보이해능력 제고
- 수요자 건강관리 의사 결정 지원

주요 내용
■ 수요자 중심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 분석

- 현재까지 나타난 수요자 중심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유형을 수요자
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중심 모니터링/관리, 진단/예측, 치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한국과 미국의 현황을 분석
■ 수요자 중심 헬스케어 산업 전망의 결정 요인 분석

- 기술적 요인, 제도적 요인, 조직적 요인 현황을 분석

- 수요자 맞춤형 BM 개발과 지속적 니즈 파악
- 지역사회 병원과 공존하는 BM 개발
■ 중기에서 장기로의 전환 대응 전략

- 의사 교육 강화
- 수요자 친화형 의사 지원 BM 개발
- 모니터링부터 관리, 진단, 치료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BM 개발
- 예방형 BM 개발

■ 현재 결정 요인이 수요자 중심 헬스케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수요자 중심 헬스케어 산업 현재 모습에 기술, 제도, 조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
■ 보건의료 문제 해결에 있어 현재 수요자 중심 헬스케어의 기여도

분석
- 수요자 중심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가 현재 국내 보건의료 문제점
해결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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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적 성과 제고방안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인큐베이션 경로진단 및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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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부문의 기술융합 보급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박환일

연구책임자 손수정

참여연구원 박찬수, 우청원, 유인혜, 이일수

참여연구원 임채윤, 박찬수

연구 목적
■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ICT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
■ 새로운

시장창출을 통해 경제적 · 산업적 성과를 달성하고 기술

혁신을 유인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건물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이의 융합

중심형 정책, 중소형 건물 및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미흡 등의 요인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산업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서비스개발 및 홍보 강화, 맞춤형 교육 및 전문 인력 육성, 플랫폼
기반 표준화 추진, 정보 및 데이터 오픈·활용 강화와 기술개발, 인력

하기 위한 제도 · 기술 · 시장 측면에서의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

양성 등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금융지원 강화가 필요

성장동력 방안 마련에 기여

■ 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

- 경제 · 시장 측면에서 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의 산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설치도입 고비용,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

주요 내용
■ 제로에너지빌딩의 산업활성화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 경제 · 시장 측면에서 제로에너지빌딩의 보급 확산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은 설치도입 고비용, 불확실한 수요, 기업 간 협력부족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기술 측면에서의 산업 활성화 장애요인 중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불확실한 수요 등 요인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기술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요인은 낮은 ICT
연계 기술수준, 정보보안 문제,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나타남
- 제도 · 정책 측면에서 산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전력시장의

티브 부족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혁신과 상호연계 강화, 전력소비 기초데이터의 개방과 소비자에게
전력사용 감소 및 비용절감 등 부수적 편익 확대 필요

불확실한 수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요인으로 선정
- 기술적 측면에서의 산업활성화 저해요인 중 우선적으로 개선
되어야 할 요인은 핵심기술 및 제품의 해외기업 과다의존, 전문 인력
부족, 기기의 상호호환성 및 주파수 표준화 미흡 등이 선정
- 제도 · 정책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 어려움, 공급

030

031

거점이 갖는 역량, 성과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술인큐베이션 효율화의 가능성 및 제한성 등을 확인함
■ 기술인큐베이션의 효율적 모델 설계를 통해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의

■ 기술인큐베이션

이슈별 특화 사업: 공동 인큐베이션 모델, 지역

혁신센터의 특화분야별 PoM사업, 엔지니어링 전문거점(Fab)
육성

성과 확대를 견인함

주요 내용
■ 기술인큐베이션의 이해

- 기술인큐베이션의 개념, 기능, 진화 등을 정리
- 기술인큐베이션의 구조 및 성공요인을 확인
■ 기술인큐베이션의 지원

- 프랑스/독일의 주요 기술인큐베이션 거점들의 환경을 정리
■ 기술인큐베이션의 경로

- 국내(대학 및 기업) 기술인큐베이션 경로를 확인
- 해외(프랑스 및 독일) 기술인큐베이션 경로를 확인

국가 차원의 파이낸싱 플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

- 시장 · 경제 측면에서는 높은 설치도입비용,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

■ 기술인큐베이션

- 기술인큐베이션 지원 가능 거점들의 현황을 조사

전환, 탄소가격 등 외부불경제 요소의 전력가격 내재화, 요소기술의

■ BEMS 및 HEMS의 산업활성화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 기술인큐베이션 주체별 특화 사업: 대학/출연(연) 중심 모델, 기업

중심 모델,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중심 모델

- 기술인큐베이션 지원 사업을 정리

- 제도 · 정책 측면에서는 부처 간 협력체계 미흡, 건물 적용 시 인센

강화와 제도 · 정책 간 정합성 보완 등의 개선방안이 도출

기능을 확인함

요인으로 확인
-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력시장의 경쟁적 구조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통합설계 융복합 연구

성과 확대를 위해 필요한 기술인큐베이션의 가치 및

경직성,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 어려움, 표준화 시스템 미흡 등의

및 제어기술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장애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 확대 및

■ 기술사업화

정책 대안

방안에는 기술개발을 통한 설치비용 인하와 특정 목적에 적합한

또는 ICT와의 융합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적 성과를 제고
■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연구 목적

정책 대안

■ 기술인큐베이션의 효율화 방안 제시

-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 및 정보의 확보와 이를 분석
할 수 있는 기법과 활용방안을 창출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
- 패시브 및 액티브 건설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IT, IoT, 빅데이터, AI
등 요소기술들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
- 각 부처, 기관에서 추진하는 여러 제도 및 정책간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기업 간 협력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을 모색
- 에너지절감 이외에 소비자에게 기술융합을 통한 부가적 편익 및 비시
장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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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트랜스휴먼 시대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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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이윤준

연구책임자 박성원

참여연구원 정기철, 김영환, 이원철

참여연구원 박가열, 최영순, 진설아, 황윤하, 홍성민

연구 목적
■ 우리나라 기술수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사업화의 글로벌화를 도모
- 특히, 기술유출 방지 대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책 대안
■ 선진국은 국가핵심기술 중심 국가차원 기술수출 추진, 신흥국 및

저개발국은 공적개발원조 및 해외투자 연계 기술수출 추진
■ 범부처 글로벌기술사업화 허브센터 구축

중소기업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해외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에 주력

주요 내용
■ 기술수출 필요성(기술수출의 경제적 효과)

- 기업 측면의 경제적 효과: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해외진출 교두보,
상품수출로 연계 등

■ 적정기술센터 확대 및 기술현지화프로그램 신설

■ 글로벌 기술사업화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수출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 동향 및 문제점
■ 기술수출 규제 및 문제점

■ 국내외

주목되고 있는 트랜스휴머니즘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 특히 일자리와 직업의 변동을 전망하고 정책적 대응

■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고제로 전환
■ 국가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완화
■ 기술수출 연구개발 전문기업 지정·지원
■ 지역별 기술수출 전문가 육성
■ 온-오프라인 해외 기술중개 플랫폼 구축

정책가의 미래인식 차이 및 일반인, 정책가, 전문가의

미래인식 차이 분석
■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방안을 모색함
■ (연구질문) 인간이 점차 기술과 융합되고 기술로 증강되는 트랜스

휴먼 시대에서 직업의 미래세계를 예측하는 과학적 연구방법은

- 정부 측면: 기술이전 성과 제고,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 글로벌화
도모 등

■ 전문가와

연구 목적

무엇이고, 정책적 의사결정과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안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
■ 과학기술과

정책 대안
■ 기술의 발전이 관련분야 인력수요로 이어질 것인지 면밀한 분석과

인력수요 예측 필요
■ 노동의 유연화를 맞이하면서 이에 맞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미래예측의 전문성이 있는 STEPI와 일자리와 직업

■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미래

연구 전문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의

사회상을 제시하고 새로운 미래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과정을 설계, 실행함으로 협동연구와 미래사회 예측작업의 사회적

마련

유용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트랜스휴먼 시대, 일의 의미와 가치의 새로운 정립 및 트랜스휴먼

시대를 맞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주요 내용
■ 산업혁명 이후 기술 발전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를 역사적 시각

시스템 마련 필요
■ 청년층이 새로운 혁신적 일자리 창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으로 분석
■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기본 모델 제시

으로 지원

- 국내외 기술수출 규제 현황
- 국내 기술수출 규제의 문제점

■ 트랜스휴먼 선행연구와 4차산업혁명과 연관성 및 관련 기술동향

분석
■ 기술수출 국내 사례

- 사례 연구 대상: 출연(연), 대학, 중소기업, 기술수출 중개기관
- 사례 연구 시사점
■ 기술수출 영향요인 분석

- 기술수출 경험, 향후 의향 등에 대한 설문
- 기술수출 의사결정 요인 분석: 기술수출 경험, 기술력 등의 조직
역량과 기술수출에 대한 인식이 주요 요인

■ 트랜스휴머니즘의 생성 및 발달 과정 분석
■ 전문가 위원회를 활용한 트랜스휴먼 시대상 예측
■ 트랜스휴먼 시대의 고용 및 사회 이슈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 트랜스휴먼

시대가 촉발할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변동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 평가
■ 시민이 예측한 트랜스휴먼 시대 제시
■ (사례연구) 트랜스휴먼기술이 변화시킬 보건의료분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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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7차년도)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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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선진통상농업 구현전략 -

연구책임자 이주량

연구책임자 이광호

참여연구원 박동배, 박환일, 임영훈, 신은정, 추수진, 최지영

참여연구원 정장훈, 최종화, 조용래, 이주영, 김은아, 김명순

연구 목적
■ 과학기술과 혁신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선진통상농업의

의미와 가치 조명
■ 농업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농산업 수출현황 및 분야별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

연구 목적

■ 농업 투입재 수출을 위한 상설형/비상설형 해외 테스트베드사업

■ (제1권) 기술규제 핵심의제 발굴과 의제별 정책방안 제시

■ 농업 원물 수출을 위한 특화작목연구소의 수출거점화

■ (제2권) 신산업 분야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활용한 현지 수출전략

정책적 지원방안 제시

주요 내용
■ 사회투자농업과 선진통상농업의 개념과 의미 정리
■ 농산업 기술수출의 시장경쟁력에 대한 국제 비교

- (분석대상) 한국, 일본, 네덜란드의 농업 투입재, 농산물, 농산
가공품의 수출규모 및 경쟁력
- (결과) 네덜란드가 압도적 수출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농업의
수출은 양적 규모는 작지만 시장점유율 및 TSI 등 질적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 보유
■ 농산업 기술수출을 위한 정부 정책 동향 분석

- (분석대상) 농업 수출 관련 국정 어젠다, 계획, 정책사업 등
- (결과) 농업 소비재 수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대부분이며 해외 현지
대응사업은 상대적으로 미흡

■ 제1권: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 기술규제 의제설정을 위한 의제목록 작성 및 전문가 평가결과 분석
-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 추이 분석
-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지체 현상 발생원인 규명과 대응방안 제시
- 선제적 기술규제 예측을 위한 방법론의 설계 및 탐색적 적용
- 드론산업을 중심으로 OSMU형 기술의 규제문제 대응방안 제시
-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제2권: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 규제와 혁신의 상관관계
- 정부 기술규제 개혁의 노력과 한계
- 신산업(디지털 헬스케어, 드론, 빅데이터)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및 대응역량 분석
- 신산업(디지털 헬스케어, 드론, 빅데이터) 신생기업에 대한 사례분석

■ 농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분야별 특장점 분석

- (농업 투입재)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관수자재의 수출에는 시장

-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및
정부 지원방안 제시

선택경로의 이원성, 농업 기술지도와의 연계성, 제품 간 상보성,
구매 반복성, 국가 간 특이성, 대형시장과 틈새시장의 혼재성 등의
특징 존재
- (농업 원물) 수출 물류비, 원물의 안정성 및 안전성, 안정적인 물량
공급, 해외 마케팅 등을 고려할 필요

규제대응 역량강화, 이용자의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이
필요

한국 농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주요 내용

- 규제지체 대응을 위해서는 규제원칙 확립, 정책의 실효성 제고, 기업의

정책 대안

- 선제적 기술규제 예측을 위한 방법론으로 시나리오 분석법과
백캐스팅 기법의 혼합적 활용이 요구됨
- OSMU형 기술규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주기적 조정절차 마련, 적용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기술요구
사항 구성, 신기술 대체인정 절차 마련, 임무와 상황을 고려한 규제
특례 설정 등이 필요함
- 현행 기술규제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근거기반의
내용평가, 국내 기술규범과의 부합성 평가, 국제조화부합성평가 등
내용 부문 개선과 더불어,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평가 시 민간참여
제고, 절차의 단순화 · 집중화, 평가 수행주체의 다학제적 전문성 제고,
외부 전문가 모집단 확대 등 수행체계 부문 개선도 동시에 요구됨
■ 제2권: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분석 및 지원방안

- 규제대응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수요자 지향형 기술규제 정보
제공체계 구축
- 규제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규제대응 매뉴얼 작성과
유인구조 마련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유사항목 상호인정 확대, 집중 · 우선 심사
제도 도입
- 대표성 있는 중간조직 육성을 통한 집단적 규제대응 역량 강화
- 인증시험기관 자체적 혁신과 신생기업 지원방안 설계

■ 제1권: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 기술규제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타당성 분석 방법론 개발 등 기술규제 시스템 구축관련 사항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기술규제 이슈가 분화 · 발전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정책대응은
사후적이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규제예측이 필요

034

035

STEPI 2017 Annual Report

25

적정 녹색기후기술에 대한
해외수요조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신정부 과학기술정책 방향 모색

연구책임자 장진규

연구책임자 홍성주

참여연구원 박환일, 박동배, 유하영

참여연구원 이다은, 홍창의, 강민지, 우청원, 강홍렬, 전찬미

연구 목적
■ 국내외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녹색기후기술 국제협력

- 태양광 발전 / 바이오팜 융합기술
: 본 사업에 활용할 기술은 태양광 발전과 바이오팜 융합기술로서,

체계 및 현황을 분석하고, 개발도상국 중심의 녹색기후기술 국제협력

융합에 특화된 플로팅 태양광/바이오팜 통합 설계 및 운영기술이

수요를 조사 · 분석함

핵심 역할을 하고, 태양광 생산전력의 80%는 계통연계하고, 나머지

■ 해외

국가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내 적정 녹색기후기술을 발굴

하고 이 중에서 대표 기술 3개를 선정한 후 기술별 내용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해당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국제 기술협력
가능성 제고

20%는 양식장에 최적화하는 기술 등이 적용
- 해상풍력 - 수산업 공존기술
: 본 사업은 해상풍력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 외에도 수산업 등 추가적
산업과 결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총 편익을 증대시키는
기술임

- UNFCCC 하에서의 기술 메커니즘과 녹색기후기술협력
: 기술메커니즘은 감축 · 적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의 컨트롤
타워인 기술집행위원회(TEC)와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활동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로 구성
: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은 UNFCCC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근거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 녹색기후기술 국제협력 수요 조사 및 분석

- UNFCCC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협력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 기술수요평가(TNA)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수정 · 보완함

■ 정치변동

시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과학기술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이슈 지형에서 정책 사각지대를 확인
■ 지난

세 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이 형성되고 전개되어 온 경로를

분석하며, 정부별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고 간과되어 온 문제들을

정책 대안
■ 녹색기후기술 국제협력 관련 업무 체계의 명확화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민간부문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밀착 지원 강화
■ 온실가스 해외감축분 확보를 위한 기후기금 조성
■ 국제기금 및 다자개발은행 사업 수주를 위한 선진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 기후변화 적응분야 국제협력 확대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정치적 관심도 및 문제의 반복성 차원에서 과학기술 정책 이슈를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영역의 정책과제들에 대한 차별화 된
접근 방법론 도출
A. 중장기 과제 영역: 정책 문제 인식과 해법을 달리하는 패러다임
있음

주요 내용
- 과학기술 현장 중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관점들과 이해관계
들이 공존하는 이슈의 지형 분석
- 19대 대선국면에서 5대 정당별로 제기된 과학기술 공약 분석
- 시민사회와 정당의 과학기술 이슈 영역 및 정책화 과정에서 의제의

■ 심층 수요 분석 및 매칭 등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책 대안

전환의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평가 및 시스템 진단을 선행할 필요가

발굴

■ 정책의 창: 과학기술 이슈의 지형도 이해

주요 내용
■ 글로벌 기후기술 국제협력 체계 및 현황 분석

연구 목적

2017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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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리화 영역: 정치 변동과 연계성이 저하되어 정책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영역으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정책 합리화를 추구해야 함
C. 고도화 영역: 정치적 관심은 높으나, 과학기술 이슈 제기가 적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성, 즉 정무적 리더십으로 돌파
D. 사각지대(블랙박스) 영역: 정치적 관심과 과학기술 이슈 모두 저조한
영역으로 정무적 관심과 지도력이 필요

공백 영역 발굴
■ 정책의

경로: 역대 정권의 과학기술 국정과제와 과학기술정책

연계성 분석
- 역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부처별 정책과제의 상호 연계성 분석
- 과학기술 관련 부처별 정책과제 이행 성과 분석 및 중장기적으로
적체되는 난제 도출
-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 효과 제고
방안 도출

- 본 보고서에서는 크게 적응 및 감축 분야를 2개로 나누어 각 중분류별
소분류에 해당하는 세부기술에 대한 기술수요 현황을 분석하였음
■ 적정 녹색기후기술 실용화 방안 : 사례

- 미세조류 활용 탄소저감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 본 사업은 고기능 미세조류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저감과 하폐수
처리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매스 생산 및 이차대사 산물을
개발 ·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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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중소기업 고용에 관한 사례 연구

과학기술 정책평가 모형 탐색

연구책임자 이윤준

연구책임자 이명화

참여연구원 장훈, 이원철

참여연구원 이혜진, 강민지

연구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고용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제시
- 혁신성장 측면 분석(혁신유형별 비교), 공정경제 측면 분석(거래
유형별 비교), 일자리중심경제 측면 분석(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

주요 내용

정책 대안
■ Born Global 창업 활성화 지원

- Big Data 활용 국내 · 외 소비자 특성 및 소비패턴 비교 · 분석 지원,
해외 R&D 바우처 사업 추진, Born Global 창업을 위한 규제 샌드
박스형 특구 지정
■ 기술혁신(제품혁신) 활성화 지원

- 신사업진출자금 연계 기술개발 지원, 사내혁신 · 사내창업 캠프 운영
지원, 기술개발인력 고용에 대한 보상금 지원 및 세제 혜택으로 전환

유형과 고용성과 간 관계
■ 고용 및 노동 정책 현황 및 중소기업 반응

- 중소기업 고용 및 노동 관련 정책 계획 및 시행현황
- 중소기업 고용 및 노동 관련 이슈 및 업계 반응
■ 고용창출 성과 분석

- 분석 대상은 한국기업혁신조사 2014년 및 2016년 공통 조사 중소기업
- (종속변수: 종사자 수) 하도급거래, 제품 혁신 및 조직혁신, 수출 비중
변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
- (종속변수: 종사자 수 변화) 공정혁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사례

- 정부 선정 우수중소기업 등 8개 중소기업 사례 연구
- 기술혁신/공정혁신과 수출주력/내수주력의 2x2 matrix 관점
에서 분석
- 사례 유형화: 창업 초기 안정적이고 급속 성장 유형, 사업 확장으로
성장 가속화 유형,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로 지속 성장 유형
- 사례 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최적 성장 경로 제시

■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평가가 필요

- 기 추진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는 향후 유사한 원인에
의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과제나 사업 수준이 아닌 범부처 차원의 정부정책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정책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위 레벨의 정부정책을 위한 평가모형을 예시적으로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기술혁신과 고용성과 간 관계, 수출과 고용성과 간 관계, 거래

- 기본계획에 명시된 추진전략에 따라 기본적인 논리모형과 정책

연구 목적

■ 개별

■ 지역단위 중소기업 인력 재교육 및 정주시설 건립 지원
■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고 외부환경요인을 포함시킨 확장된 논리
모형을 제시
- 또한, 생명공학 분야 성과에 따라 인과적 관계들을 도출하기 위해
CMO 모형들을 제시함

정책 대안
■ 본

연구는 정책평가 모형을 모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정책대안

대신 아래와 같은 의의와 한계를 제시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모형들은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중소기업-수요기업 상생협력 지원

- 중소기업 지주회사, 1차 협력사 중심의 성과공유 체계 확립

2017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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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이라는 단 하나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형의 일반화

■ 과학기술 분야 평가모형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

- 개별 과제나 사업 수준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논리모형들을 중심
으로 특징과 한계를 분석
- 논리모형의 경우 투입→ 활동→ 산출→ 결과를 기본틀로 하여,
프로그램의 일상적인 활동과 결과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
하는 데 유용한 프레임임
- 하지만, 특정 성과나 정책결과의 원인을 도출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가능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다양한 평가모형(안)들을 제시함으로써 평가목적에 따른
모형의 선택지를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보편적으로 활용되어온 논리모형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CMO 모형을 통해 정책평가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하나의 대안으로 Realist Evaluation 기반의 CMO(Context,
Mechanism, Outcome) 모형은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친 각 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
- CMO 모형의 경우, 정책적 개입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맥락(context)과 정책의 블랙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재된 작동원리
(Mechanism)가 어떻게 특정 결과물(Outcome)로 연계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임
■ 예시적으로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평가모형

(안)을 도출
-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연구개발에서부터 산업화, 법제도
까지 아우르는 생명공학 분야 최상위 정부계획이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의 정부정책 사례로 적합

038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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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체제

2017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연구책임자 이춘근

연구책임자 김기국

참여연구원 남달리, 김지은

참여연구원 강희종, 김태양, 정현주

연구 목적
■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크게 강화되고, 투발

폭발위력이 작아 증폭형으로 분류된 제4차 핵실험을 수소탄이라
칭한 것도, 소련을 모방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5년과 2016년에 기 수행된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 2015년에 처음 도입한 생태계 모형을 적용해서 3년 동안 산출한

집중하고 있음

강력한 제재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악화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개발체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 현장에 적합한 실무형 인력을

추진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정교

양성함

연구 결과와 방법론이 유의미한지 및 안정적인지를 확인하고 검증

하게 분석하려면 사회주의 핵기술 개발경로와 특성을 파악해야

-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이 적고, 학점제보다는 학년제나 학년

하는데 주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사회주의 기술개발 경로의존성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핵기술 발전 경로와 수준 및 관련 인력 양성체제를 조사 · 분석한

학점제를 시행하는 경향이 큼

■ 생태계

우리보다 상당히 긴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김일성 일가의 혁명 역사와 사회주의체제 순응 교육 위주의 정치

것임
- 이를 토대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북한 핵기술 경로 파악과 차단 및
고도화 방지, 탄도미사일 방어, 민방위체제 개선으로 구분해 도출
하였음

과목과 군사훈련 비중이 높은 것도 북한 대학의 일반적인 특성임

운영되며, 이러한 학습과 직장배치는 해당 기술을 학습한 국가의

주요 내용
■ 경로의존성은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형태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특정한 기술 경로를 배우고 이를

에서 목표달성을 강조해, 장기적인 탐색 없이 특정한 기술개발

재생산하는데 기여함

정책 대안
분야

경로 파악

급속히 전개된 수소탄 개발 선언과 6.25전쟁, 이데올로기 논쟁
으로 촉진되었는데, 자원과 예산이 풍부한 미국은 핵융합 극대화를
통한 위력 증가를 목표로 삼고, 액화 D, T를 사용하는 2단 형상의

경로 차단 및
고도화 방지

탄도미사일
방어

1) 조기경보체제 개선
2) 다층/다방면 복합방어망 구축 및 연동
3) 차세대 방어망 조기 개발과 배치

민방위체제
개선

1) 핵방호기법 연구와 계획 수립
2) 민방위 관련법제와 훈련체제 정비
3) 국민행동요령 발간과 전파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경로 선택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수소탄 개발에서도, 북한은 염가 대량생산과 실전운용
편이성을 우선시한 소련의 사례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며 북한이

040

041

대응방안
1) 자주적인 북한 기술개발동향 파악과 미래 예측
2) 사회주의 기술개발경로 비교연구
3) 민군 기술협력체제 구축
4) 전문가 네트워크 확충

- 논문 수 기준으로는 높은 성과를 보이지만 상대적 피인용도는 다소
낮음

정책 대안
■ 한국 혁신역량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빨리 시작해야 함

- 특히 주체 역량에 비해 환경 역량과 상호작용 역량 향상에 집중할
필요

반영하고 있음
■ 정확한 과학기술지표와 좋은 연구방법론이 훌륭한 정책의 기초가 됨

주요 내용
■ 글로벌 혁신 종합지수(GII) 및 부문별 혁신역량 지수

- 38개 대상국의 전반적 순위 및 순위 변동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24위로 모두 저조

1) 북한 기술 수준과 장단점 파악
2) 맞춤형 제재 및 반확산
3) 비확산을 고려한 남북협력
4) 국제사회와의 공조

Teller-Ulam 수소탄을 개발하였음
■ 사회주의 기술개발 경로 학습과 국내산 원료에 의존하는 자력갱생

역량 및 상호작용역량과 관련된 세부 지표들을 많이 발굴해서

- 한국의 혁신역량은 GII 23위, 건강성 24위, 다양성 22위, 역동성

경로를 선택하고 지속하는데 일조함
■ 미국과 소련의 수소탄 개발경쟁도 경로의존성에 의해 1950년대에

- 이에 따라 기존 지표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환경

합리적임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뜻하는데 냉전은 급박하고 정보가 부족한 상황

관점의 지표체계를 적용하여 혁신역량을 새롭게 평가한

다는 점에서 특징적이고 의미가 있음

■ 핵무기 개발에 특화된 물리대학과 같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하는 분야의 대학은 여타 대학에 비해 더욱 폐쇄된 교육과정으로

- 논문 성과를 기준으로 한국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 현황을 확인
해 본 결과 설립 목적에 맞게끔 각각의 해당 영역에 올바르게 역량을

■ 북한의 핵 관련인력 양성체제의 특성은 사회주의 교육체계와 핵무기

- 필수과목이 많고 선택과목이 적으며, 총 수업시간과 학습 연한도

■ 한국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 현황

연구 시리즈의 3년차 연구이자 종합편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수단과 핵전술도 날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하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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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표체계와 방법론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추가
노력 필요
■ 한국의

공공연구기관들은 질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 공공연구기관의 논문 성과 분석 결과, 질적 지표보다 양적
지표가 높음

※ 주체역량(11위)에 비해 환경역량(23위)과 상호작용역량(38위)이
특히 낮음
■ 주요국 혁신역량의 변화 비교

- 3개년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결과를 종합한 결과 미국이 9년
내내 1위를 유지
※ 9년 동안 미국, 독일, 스웨덴은 순위 변동이 작은 반면 중국과
인도는 변동이 큼
- 한국은 9년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으나, 최근 전반적으로 하락
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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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2017년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연구책임자 조가원

연구책임자 조가원

참여연구원 박기범, 손수아, 임대철, 서미경

참여연구원 김선우, 조용래, 강희종, 손수아, 목은지, 구원모, 김상신, 오완근

- 표본규모: 3,333개 조사구(약 5,000명)

연구 목적
■ 「박사인력활동조사」(이하

- 응답률: 96.4%

KCDH)는 과학기술 증거기반 구축의

한 축을 담당하는 통계로서,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확산의 주역인
이동 및 해외 협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이 보고서는 「한국기업혁신조사」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분석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 커뮤

정책 대안

박사인력의 구성, 교육 특성, 일자리 현황, 연구직 활동, 경력, 국제

니티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급인력의 성별불균형이 우려되며, 특히 여성 전문인력의 고용률
■ 관련 동향에서는 데이터 생산 및 활용을 둘러싼 혁신연구의 최신

제고가 시급함
■ 인적

동향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분석사례를 제공하여 활용연구에

특성이나 경제활동 특성을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박사학위소지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설계하여 모집단 대표성을

■ 국내 박사인력 교육의 물적ㆍ제도적 환경이 글로벌 기준에 못미치는

■ 전문인력의 연구직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상황이며, 특히 공공부문

에서의 연구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국내 전문인력은 미래 기술사회 변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전망하고

- 조사대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15세 이상 내국인 박사학위

■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정부지원제도 중에서는 기술지원과

인력지원, 혁신정책면에서는 산 · 학 · 연 · 지역 협력 지원과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지원기준으로서 연구개발전담인력 비중, 상시 종사자수,

벤처 인증 혹은 이노비즈 인증, 주력판매처는 ‘기업’인 경우 등이
혁신수행 요건인 것으로 파악됨
■ 혁신협력에서 계열사나 공급자 기업과의 협력 활동은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행적이고 폐쇄적인 기업관계에

주요 내용

재고가 요청됨

■ 제1부 조사동향과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조사개요

지침이 되도록 함

상황으로 파악되며,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해 개선이 요구됨

확보하고 있으며, OECD CDH 프로젝트의 표준을 준수하여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로서 공식 제출되는 통계임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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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나, 그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소지자

- 제1장: 개요와 구성 소개
- 제2장: 이론적 동향, 국제 조사동향, 혁신조사 연혁,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 제3장: 혁신조사 관련 국내외 최신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 조사 기준시점: 2016. 12. 31 현재

문헌연구

- 층화: 지역(17개 시도)

■ 제2부 데이터 활용 분석사례

- 표본추출: 층화 1단 집락추출

- 제4장: 기업특성과 혁신성과 간 관계에 대한 분석사례
- 제5장: 정부지원제도와 기업혁신 간 관계에 대한 분석사례

■

조사내용

- 제6장: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요인분석과 정부지원 대상 선정
부문

박사학위교육 (9)

기준 탐색

조사항목
① 박사학위 취득기관
⑤ 박사과정 학비원천

② 박사학위 취득시점
③ 박사학위 취득기간
④ 박사학위 취득동기
⑥ 직장병행
⑦ 첫일자리 취업기간
⑧ 귀국시점 및 사유
⑨ 박사 후 과정 경험

- 제7장: 경쟁기업과의 협력과 경영 전략 변화

정책 대안
고용상태 (4)
연구관련일자리 (6)

① 고용상태

② 현 일자리

③ 주업 만족도

④ 과거 일자리

① 연구관련 수행여부
② 연구직 취업 소요기간
③ 업무활동 비중
⑤ 연구관련 일자리 근무기간
⑥ 연구관련 일자리 근무하지 않은 이유

국제이동성 (3)

① 국제 이동 경험 여부

미래변화대응 (4)

① 미래변화 동의정도

② 학업, 취업 또는 연구 수행 국가 및 연수기간

■ 시장집중도를 완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의 혁신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④ 연구관련 일자리 선택이유

③ 협력 연구 수행 여부

것을 보여줌
■ 서비스업에서의 혁신의 기업성과를 기존 재무적 성과를 통해 측정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인적특성 (6)

042

043

① 성별

② 출생년도

② 미래변화 대응 수준
③ 출생지역

③ 미래변화 대응형태
④ 혼인상태

④ 미래변화 대응소요 비용원천

⑤ 가족적 배경

⑥ 거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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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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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박병원
연구책임자 안두현

참여연구원 서지영, 윤정현, 홍성주, 박성원, 박기범, 정기철, 최수민, 박진희,

참여연구원 김기국, 강희종, 김태양, 정현주, 김석현

연구 목적
■ 한국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 혁신의 동력이며 최종 성과의 귀착지인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별
데이터를 발굴하여 기업의 혁신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그 특징과
한계에 대한 조망 시도
- 한국 기업의 혁신활동 및 성과를 장기간 미시적 수준에서 조사 · 분석
하여 정책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김선지, 김태경, 엄수홍, 정다예

■ 2017년 고성장 기업의 특성과 성장궤적

- 연구개발집약도 3% 이상, 국내특허출원 10개 이상, 미국특허등록
1~10개 대의 기업의 고성장이 활발함

특징 분석

에는 300~1,000명 기업군이 더 두드러짐
- 일반적으로 매출 500~4,000억 원대에서 고성장이 활발한데, 2017년
에도 동일함

- 고성장기업들과 비교 가능한 조건의 여타 기업의 비교를 통해 재무
데이터 기반의 양적 지표들로 고성장기업의 특징 도출 및 설문조사에
기반한 정성적 특징 분석

주요 내용
■ 2017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은 2년 연속 연구개발투자의 감소
세가 나타남
- 상장기업의 특허 동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한국특허출원은 감소,
미국특허등록은 증가세를 보임
-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는 최근 3년 연속으로 기업 전체의 매출 합계가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율 절대치는 낮아져 그동안의 하락세가 둔화
되는 경향을 보임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은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

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점점 더 예상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미래연구는 사회구성원의 미래이슈에 대한 공유 및 토론, 합의가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미래연구는 기존의 좁은 의미의 미래연구를 넘어서 ‘전방

구축, 전문가 네트워킹, 미래연구 성과확산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정책 대안

있는데, 이제 과거와 같은 성장세 회복은 한동안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를 정책 수립과 운영시 반영
■ 작은 기업 및 젊은 기업에 대한 혁신 역량 강화 지원

- 작은 기업 및 젊은 기업의 성장성이 과거에 비해 둔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

-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수 대기업 이외에 성공적인 고성장기업들의
사례를 발굴하고확산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

대한 시사점과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함

<국내외 미래연구 네트워킹>
■ 미래연구 공동연구 및 네트워킹

<미래연구 지식기반 구축 및 성과확산>
■ 연구 간행물 발간
■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지식기반 구축

주요 내용
<STEPI 미래연구>
■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 과학기술적 대응역량 진단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 발굴 및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글로벌 도전 트렌드의 영향력과 시사점을 한국적
맥락에서 도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구로서의 기능적
측면에서 재해석 수행
- 도출된 트렌드와 이를 구성하는 주요 이슈들이 한국적 맥락에서

■ 알려지지 않은 고성장기업 사례의 발굴 지속

하는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 퍼포먼스가 이루어져야 함

■ 미래연구 컨퍼런스 개최
■ STEPI

- 지역별로는 경인권, 충청/강원권이 활발, 대경/동남권은 부진함

- 고성장기업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기업들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활용되지는 않는데, 연구작업을 연구직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원

필수적이며,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범국가

위적’ 개념의 접근을 시도하며, 고품질의 미래연구, 지식기반

■ 기업 전반의 성장성 저하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과 운영

- 연구작업에서 지능정보기술들은 아직 모든 단계에서 연계되어

- 지능정보기술이 과학연구의 지식생산/확산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 산업별로는 화학/비금속산업, 전기전자산업에서 고성장이 활발함

- 지표체계를 연구개발투자, 특허, 매출, 영업이익 등으로 단순화
하여 분석

■ 최근

- 일반적으로 고용 100~500명 기업군의 고성장이 활발했으나, 2017년

- 수출 비중이 50~75%인 기업군에서 고성장이 활발함
■ 기업의 혁신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특성지표 개발 및 고성장기업

연구 목적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 변화를 추동하는 구조적 요인과 한국적
파급력을 분석
- R&D 정책 프로세스의 효율성, 규제의 유연성, 인프라 수준 등이
다른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며 세 가지

정책 대안
■ 정부의 미래전략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고려하여, 전략적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연구 시스템
구축
■ 중요한

이슈를 주제로 한 워크숍과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직간접적인 참여 방법을 모색하고 의견수렴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
■ 미래연구활동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 및 지식들이 정책결정 도구

로서 활발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이 보다 정교한 미래
예측 방법론의 연구와 이어져야 함

정책적 시사점 제공

- 산업별로는 화학/비금속산업에서 여전히 혁신활동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음
- 광역권별로는 서울/경인권의 선방과 대경/동남권의 부진이 두드
러짐

■ 지능정보기술이 과학연구의 지식생산/확산 방식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이 물질적·사회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일의 속성 및 조직화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춤
- 지능정보기술과 관련된 현재의 변화와 향후 발전방향을 탐색한 후,
각각의 방향을 이끌어 내는 구조적 요인을 발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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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 사업 Ⅷ

2017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사업: 우주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임채윤

연구책임자 이춘근

참여연구원 손수정, 박찬수, 이정우, 김재원

참여연구원 백서인, 최해옥, 손은정, 강지연

연구 목적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비교를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위치 파악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의 적정규모 파악을 위한 모델 구성

및 분석

정책 대안
■ 중소기업 R&D 지원 방향

- 창업초기 기업의 R&D 지원 확대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모집단
확대뿐만 아니라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방식이 모색
되어야 함
-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가젤기업, 고성장기업의

■ 주요국 중소기업 R&D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비교를 통해 새로운

평가방식 설계를 위한 시사점 도출

주요 내용
■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 현황

- 국가별 기업 연구개발규모는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절대규모
면에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250인 미만) 기준
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다만, 각국별 기업 생멸통계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창업률과
소멸률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업의 5년

양적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장을 기반으로 한 R&D 확대가

연구 목적

- 정부의 R&D사업 일몰제도 추진과 함께 성과평가 주기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노력이 강화
되어야 함
- 기존의 정량적 평가 외에도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의 책임
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중국 우주개발 플랫폼 ③유인 우주활동

우주기술 개발과정은 초기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지속

- 중국 우주개발과정에서 유인우주선 개발은 다소 늦게 시작되었

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진보로 창정(CZ)시리즈 발사체, 다양한

으며, 초기 기술 모방에서부터 점차 독립된 우주개발 로드맵을

용도의 위성, 유인우주선, 달탐사 등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함

구축하였음

■ 중국의

■ 한국의 제1무역국이자 핵심 인접국으로서 중국의 우주개발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우주개발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자 함

필요함
■ 중소기업 R&D 성과평가 개선

2017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조사연구

34

■ 중국 우주개발 플랫폼 ④국제협력

- 중국의 국제협력은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과 서비스 단계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수익 극대화라는 전략 측면이 잘 부합하면서 적극적
으로 확대하는 추세임

주요 내용
■ 서론

- 중국의 우주기술 개발과정은 다양한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우주

정책 대안
■ 발사체

개척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주기술을 산업과 국방 전 분야에

- 중국 정치체계의 특성상 군이 적극 지원하고 개입함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우주기술의 활용 및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 장기계획을 세우고 선행연구에 투자 집중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우주개발 정책과 체계

- 1960년대부터 전문화된 연구개발체계와 생산을 결합하면서 통합

생존율이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안정적

적인 계획과 관리를 수행, 우주기술 주관부서와 산하 연구원, 공장 등

성장환경 마련이 필요함

3단계 관리체계를 형성하였음

■ 위성

- 꾸준한 개발과정을 통해, 주요 핵심 부품 · 소재 · 기술의 독자개발에
성공하였음
- 선진 기업과 기술 유인이 불가능하여 오랜 시간 자체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혁신과 설계능력을 축적할 수 있었음
- 기초체력을 갖춘 위성산업은 ‘일대일로’, ‘인터넷+’, ‘중국제조2025’

■ 주요국 중소기업 R&D 성과평가

■ 중국 우주개발 플랫폼 ①발사체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성과평가와 미국의 SBIR 프로그램, EU의

- 췐쉐썬(錢學森)의 주도 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 창정

Framework 6 Program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성에

1호 발사를 시작으로 차세대 발사체까지 기술진보를 거듭, 체세대

초점이 맞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효율성

발사체는 향후 톈궁 우주정거장, 달탐사, 기타 실험 등에 사용예정임

점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나친 경쟁과 책임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성과평가만으로는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측면만이 강조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정적인 측면에 간과될 우려가 있음

등 정책과 연계하여 국제협력과 신성장동력 창출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
■ 유인우주활동

- 군사적 목적에 따라 유인우주선 및 달 탐사 프로젝트는 인공위성과
■ 중국 우주개발 플랫폼 ②위성

- 현재 중국은 150여기의 인공위성을 보유한 세계 2위의 인공위성
대국이자, 자체개발을 통한 고도화된 위성 설계와 발사 능력을 구축

로켓기술의 선 개발 후 이루어짐
- 정책수립단계에서 과학자의 폭넓은 참여가 있었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있음

하고, 기타 연관 분야로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
■ 국제협력

- 일대일로 정책과 베이더우 시스템의 국제화 계획에 따른 해외 협력
강화와 세계시장 진출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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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3차년도)
: 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산업형성

2017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연구책임자 송위진

연구책임자 김영환

참여연구원 성지은, 장영배, 한재각, 이정필, 김준한, 김남영

참여연구원 김선우, 이정우, 이승재, 김보건, 서여주, 구원모, 홍운선, 고혁진, 손준호

■ 기존 기업의 전환 촉진

연구 목적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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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안

저출산 · 고령화, 에너지 · 환경문제, 양극화에 사회적

- 사회운동에 따른 정치적 · 정책적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증적인 접근을 넘어 ‘시스템 혁신’을

전환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기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사업

민간의 교량(bridge) 위치에서, 1) 정부에게 민간 창업생태계의

필요로 함

전환을 고려하기 시작

역동성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2) 창업

1) 공공 데이터 · 인프라 개방을 통한 다양한 사업기회 제공

- 기존 기업의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와 지원 활성화

기업 또는예비창업자에게 정부 정책 동향, 민간 동향 등의 공신력

2) 새로운 사업모델 구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 공유가치 창출형 혁신의 활성화

있는 창업 콘텐츠를 제공하여, 3) 우리나라 창업 대중화가 제대로

3) 시장진입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공조달 확대

자리매김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함

4) 창업지원 사업에서의 기업 성과지표 개선

■ 기후변화,

■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시야에서 사회 · 기술시스템 전환(socio-

technical transition)을 추진하는 새로운 접근을 요구
■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과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신산업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이론개발

주요 내용
■ 본

■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연구팀이 주도하는 3차년도 사업으로 정부와

■ 「2017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은 기존 2년간의 기업가적

과정을 다룸
-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활동에 의해 사회 · 정치적,

차원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효과 분석’으로 패러다임을

2) 스타트업 전문 지원 조직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전환하고자 함

3) 스타트업 인력 채용 및 업무 환경의 개선 지원
4) 스타트업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마련

주요 내용
■ (2권)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 「2017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은 다음 세 권의 보고서로

이루어짐
- 1권(민간 부문 연구): 스타트업의 기업가정신과 혁신활동

형성되는 동학을 다룸

- 2권(정부 부문 연구):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 3권(확산 활동):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아니라 새로운 전환 기업의 등장 및 발전과정을 단계화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덴마크의 풍력영역, 한국의 태양광발전 사업의
진화과정을 검토

- 스타트업의 기업가적 역량 강화 방안
1) 창업인턴제 등을 통한 창업 및 실무 경험의 확대

경제적 압력이 가해지면서 산업레짐이 변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이
- 이슈생애주기 모델을 확장해서 기존 기업들의 대응과 변화뿐만

- 스타트업의 혁신활동 증진 방안

생태계의 외부 환경 요소에 대한 ‘현황 분석’에서 민간 차원과 정부

연구에서는 삼중배태 모델과 이슈생애주기 모델을 확장해서

기존 기업의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전환 기업이 형성되는

■ (1권) 스타트업의 기업가정신과 혁신활동

■ 「2017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은 추가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연구 결과 및 현황 정보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아래의 다양한

-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정의 명확화
- 정부의 주요 창업대책 이행 모니터링 강화
- 정부 창업지원 수혜기업에 대한 DB구축 및 활용
- 창업기업 지원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 혁신을 수용하는 개방형 규제로 전환
- 연속적 창업자금 지원
- 창업생태계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 제고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정책 대안
■ 시민사회와 전환기업의 협력 활성화

- 지속가능한 산업이 형성되는 과정은 시민사회와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들의 공진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
- 사회문제 해결과 시스템 전환에 대한 담론 활성화
- 사회혁신 조직과 전환기업이 협업하는 플랫폼 구축
- 전환실험의 규모 확대

- ‘Young Innovators Talk’ 행사 개최 (연 6회)
- 창업 전문매거진 ‘Entrepreneurship Korea’ 발간 (연 3회)
-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 홈페이지 운영 (eship.stepi.re.kr)
- 단행본 ‘한국의 Young Innovators’ 발간 (2017. 5.)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 발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과학
기술정책 핵심의제)
- 기타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연구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사업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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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천연구 성과의 확산경로 조사연구

글로벌 포용적 혁신과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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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툴킷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연구책임자 임채윤

연구책임자 장용석

참여연구원 손수정, 김재원

참여연구원 성경모, 이명진, 김왕동, 이우성, 김수은

연구 목적
■ 기초원천 연구비가 확대되면서 성과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이 이전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까지 어떤 활동을 수행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음
■ 본

연구를 통하여 이전된 기초 · 원천 연구성과를 기업이 사업화

하는 과정과 활동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정책 대안
■ 범 부처차원의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

- 우수연구성과의 단절적 연구 수행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기술사업화

■ 미국

국방부는 기술성숙도(TRL)외에도 제조성숙도(MRL) 평가

절차와 방법을 개발하여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작동하는 모델로 활용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최종재의 성공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산업부는 기술성숙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개발자가 제시
하는 시험, 인증, 성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다소 형식
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완성된 연구성과에 대해 엄밀한

■ 글로벌 포용적 혁신의 논리적 근거 검토
■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진단 개념틀 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개별부처가 추천한 우수성과에 대해 규모있는
기술사업화 지원
■ 우수한 기초원천연구성과의 연속 추진(이어달리기 방식)을 위해서

과제의 최종평가 방식을 개선
- 최종평가를 통해 추천된 과제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후속과제로

주요 내용

연구 목적

추진하도록 의무화

■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진단 툴킷(안)

주요 내용
■ 글로벌 포용적 혁신의 개념 고찰

- 글로벌 포용적 혁신: 글로벌 차원의 국가간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

- 국가 발전 단계: 경제규모, 산업구조, 기업구조, 글로벌 가치 사슬 등
-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제도적 역량, 인적 자원, 연구개발 역량, 재정적
자원, 정책 역량
- 기반 환경: 교육 수준, 정치적 리더십, 정책 거버넌스, 문화적 특성 등

하는 혁신(정책)
-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구축 및 강화가 핵심 수단

■ 향후 과제

- 글로벌 포용적 혁신의 개념 정교화 필요
■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개념 및 진단 사례 고찰

-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진단 툴킷(안)의 검증 및 지속적 개선 필요

- 과학기술혁신 역량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정의에 따라 진단
- UNCTAD, WB KAM, ASTII, COSTII, NIAT 등 과학기술혁신 역량
진단 사례 분석

서는 기술이전 이후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화 과정과 활동에 대한 구체

진단을 위해서는 혁신의 프로세스 관점을 도입하여 개도국 및 지역적

적인 연구가 필요함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

- 목표 성능달성 여부 확인 및 개선: 기술의 공급자인 연구책임자와

-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단계 및 기반
환경 요소 고려

- 혁신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하기 위해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진단 개념틀

■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진단 툴킷(안) 개발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사업화

정책 대안

■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진단 개념틀 및 툴킷(안) 제시

- 상기 분석 및 고찰에 기초하여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진단
개념틀 및 툴킷(안) 개발

지속적인 협업 필요
- 수요자의 사용성 확보: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제품 사용의
편리성 확보
- 제품의 안정성 확보: 이전된 원천기술(부품 또는 모듈)과 시스템간
호환성 개선
- 제품의 신뢰성 확보: 신뢰성 인증 기준 마련 및 실험
- 경쟁 가격 확보 : 양산을 위해 필요한 가치공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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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핵심의제 발굴 및 대안 모색

2017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연구책임자 이정원

연구책임자 임덕순

참여연구원 홍사균, 김선우, 서지영, 양승우, 최병삼, 황석원, 홍성민,

참여연구원 조황희, 송치웅, 김왕동, 김은주, 권소현, 김애리나, 김지원,

정장훈, 김명순, 손하늬, 정효정

연구 목적

박건희, 박신애, 이선아, 전병우, 정하영, 조소영

정책 대안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주요 연구 영역별로 현안이 되는 이슈를 발굴

하고, 이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추진
- 세미나 및 토론식 논의 등을 통한 주요 정책의제를 정리

연구 목적

■ 정부 R&D 투자의 방향성과 R&D 투자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 분야 주요 정책리더십 의제를 제시

하는데 활용

■ 정부 R&D 사업의 구조 단순화와 권한 위임
■ 과학기술 인력 중장기 정책 로드맵 기획 및 추진

■ 혁신 생태계의 진단과 정책 방향

동시에,
■ 향후

공동연구개발 및 혁신성과의 공유가 가능한 토대를 구축함

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증진하고 양구 모두의 경제사회 발전에 공헌
■ 새로운 기술 및 사업모델에 대한 국가 대응 체계 마련
■ 기업가정신

지원

주요 내용

■ 개발도상국 중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정책자문 및 교육훈련

중심의 협력을 통해 주요 협력 대상국의 과학기술역량을 고취함과

재정립

- 공개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및 정책적 파급
효과 기대

2017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정책자료

40

확산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트램폴린형 정부 재정

하는 것임
■ 또한

국내외 이해당사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

주요 내용

정책 대안
■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과학기술혁신(STI) 역할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인식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음
■ 과학기술혁신 ODA에 대한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에티오피아와의 협력을 4년 동안 추진해

왔으며, 페루 및 에콰도르의 경우에도 2015년 현지 워크숍 개최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왔음
■ 2017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은 기술협력 및 정책자문, 조사연구,

인적역량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구축으로 구성되어 추진되었음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도전

■ 기술협력 및 정책자문: 에티오피아, 페루, 에콰도르, 탄자니아

■ 저성장에 따른 정부 R&D 투자의 방향성

■ 정책 및 조사연구: 탄자니아, 아제르바이잔, 우간다, 방글라데시

■ 정부 R&D 사업 구조 혁신

■ 인적역량강화: 교육훈련사업

■ 추진경과

■ 미래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행정

체계 개편 방안

및 성과: 2017년도 사업의 양적 및 질적 성장을 바탕

으로 2018년도 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캄보디아 과학기술혁신정책 역량강화 현지 워크숍
- 아제르바이잔 과학기술혁신정책 역량강화 현지 워크숍
- 방문연구원 프로그램

■ 기술혁신과 일자리
■ 네트워크 기반 구축
■ 신기술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 발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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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ODA 포럼
- 제3회 과학기술혁신과 개발 국제컨퍼런스: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
-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 뉴스레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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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 역사 콘텐츠 축적 및 활용
방안 연구
- 『과학기술 50년사』 사업수행 백서 -

연구책임자 홍성주
참여연구원 홍창의, 안형준

연구 목적
■ 본

정책 대안

연구는 2016년도에 시작된 「과학기술 50년사」 편찬 작업의

제2차년도 추진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2017년 「과학기술 50년사」
책자 출판과 확산,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한 백서를 산출할 것임

■ 지식 축적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한 플랫폼 구축

- 과학기술정책의 종합 포털로서 과학기술 정책 지식정보 센터의
구축 및 사용자가 주도하는 개방형, 참여형 인터페이스를 도입
■ 과학기술정책지식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방안

주요 내용

- 개발도상국가 공무원부터 국내 과학기술분야 정책관련자, 일반

■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과학기술 50년사」의 성공적 발간을 위한

편찬 사업의 수행이며, 그 수행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김
- 본 백서에는 1) 편수 작업, 2) 전문가 및 부처 공무원의 감수, 3) 국민

시민 등 다양한 독자층을 고려한 정책 콘텐츠의 제작 사업 도입
-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학술적 접근과 평가를 장려하는 연구진흥
사업의 추진

이해도 제고를 위한 디자인, 4) 발간 및 배포 과정에 대한 전과정이
기록되었으며, 이에 앞서 수행된 기획 및 운영 과정에 대한 기록은
2016년도에 간행된 「한국 과학기술 50년, 기획조사 연구」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을 참고
■ 「과학기술

50년사」 공식역사편찬 사업의 수행 체계를 설계하고

실행
- 편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부-정책연구기관간 협업체계, 100명
이상의 전문가 참여, 편찬 프로세스 설계 및 피드백 환류를 통한
사업 운영 절차를 기획하고 실행
- 공식역사서의 신뢰성, 가독성, 활용성의 가치 제고를 위해 편수
작업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추구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통한 교차
검토를 수행(역사가, 기술전문가, 정책공무원 등)
■ 「과학기술

50년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포그라픽 작업

및 대중적 디자인의 채택, 온라인 공개를 통한 광범위한 확산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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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사업 방향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 및 수요자 중심의 혁신 연구 추진

첫째,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 삶의 질 향상,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수립, 둘째, R&D 예산 배분 및 기업 지원, 출연연 시스템 등에
대한 정책평가를 통한 혁신방안 제시, 셋째, 디지털 전환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한 혁신주체 및 산업의 대응전략 제시, 넷째, 우리나라 과학기술

다변화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평가 및 국제기술혁신 협력 전략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미션이 반영되도록 과학기술정책과 제도의 개선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가혁신전략 수립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 국가전략 재편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기술 개발 및 경제 ·

있다. 사람중심 과학기술, 제4차 산업혁명 등 폭넓어진 과학기술정책 의제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방안 제시에 노력하여 “국민에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Think-Tank” 실현을 하고자 한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창출을 통한 수요기반 R&D 추진방안, 오픈사이언스를
통한 공공연구 효과성 제고방안, 사회 · 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방안, 과학기술 정책
현안 분석 및 의제 발굴 등을 연구한다.

국가 R&D 시스템 혁신 및 중장기 전략 연구 추진
저성장, 제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 대응과 R&D 투자의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R&D 예산배분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을 평가

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

하고 차세대 혁신시스템 설계 및 제도 연구를 통해 국가 R&D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관련 글로벌 정책 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제고하고

정부 R&D 예산배분 시스템 개선방안, 정부 출연연 시스템 효율성 진단과 혁신방안,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이슈 모니터링 및 의제발굴이 필요하다. 다년간의

R&D 투자영향 평가체계 구축, 정부 R&D 시스템 상 경쟁의 제한효과에 대한 제도적

ODA 경험을 토대로 ODA의 이론정립이 필요하며 개발도상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재해석과 대응방안 등의 수행을 통해 혁신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국가 R&D

하는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ODA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평가, 양자 및 다자간 과학기술협력 대응, 국제기술
혁신협력사업 등의 연구를 통해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과 우리나라 개도국
협력 전략개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정책 연구 추진
디지털 전환에 대응과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산업구조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산업패러다임 변화가 부각되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인력 직무 변화추세 진단과 대응방안,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생태계 변화 전망 및 과학기술 혁신공간의 발전 방안,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 등을 추진한다.

STEPI 고유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DB 구축
과학기술 정책연구의 신뢰성과 실효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축적과 처리 능력 향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의 이론적 기반 제시 및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 지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 한국기업혁신 및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신규 지표 및 방법론을 활용한 증거기반 연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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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사업 방향

2018년도 연구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연구과제 목록

분류

기본연구
과제

과제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시스템 진단과 혁신방안

이민형

기초연구사업 확대에 따른 대학 R&D 정책 방향

박기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인력 직무 변화추세 진단과 대응 방안

엄미정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3차년도)

장필성

정부 R&D 시스템상 경쟁과 제한효과에 대한 제도적 재해석과 대응방안

양현채

오픈사이언스를 통한 공공연구 효과성 제고 방안

신은정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역사적 사례 고찰과 우리의 발전과제

조현대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시스템의 진단과 개선방안

안두현

공공서비스의 지능화 혁신을 통한 첨단기술의 수요연계 R&D 추진방안

최종화

중견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박찬수

디지털 전환시대 과학기술 혁신공간의 발전 방안

김형주, 정미애

스마트농업 현장 착근을 위한 기술정책 제고 방안

이주량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생태계 변화 전망

김승현

기술금융의 역할과 효율화 방안

손수정

선도 연구자 분석을 통한 이머징기술의 발아 및 발전 조건 연구

박성원

국방연구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연계 및 활용 방안

안형준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

양희태

최적 R&D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한 이슈-기술 탐색 연구

일반사업

통계 · 조사
사업

060

061

연구책임자

장훈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평가

장진규, 박환일

과학기술정책 현안 분석 및 의제 발굴

하태정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13년차)

안두현, 이명화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10년차)

홍성민, 최병삼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사업(9년차)

홍성민, 김선우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8년차)

최병삼, 정기철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7년차)

송치웅, 박환일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4년차)

송위진, 홍성민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4년차)

김선우, 이정우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2년차)

이광호, 박찬수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ODA Program)(5년차)

송치웅, 김왕동

2018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황석원, 조가원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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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ECD 오픈사이언스 워크숍

주제 .

과학기술혁신, 새로운 30년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for Next Generation)

주제 .

오픈사이언스 정책과 실행

일시 .

2017년 5월 11일 ~12일

일시 .

2017년 6월 30일

장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장소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과학기술혁신, 새로운 30년(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for Next Generation)”을
주제로 「2017 STEPI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 심포지엄 · 세미나

2017 STEPI 국제 심포지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와 공동으로 「한국-OECD 오픈사이언스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픈사이언스 정책과 실행’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하여 오픈사이언스 정책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1일차 전체 세션에서는 ‘기술혁명에 따른 명과 암’, ‘정책설계에 관한 혁신 생태계 측면의 고찰’,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전환’의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시사점을 논의했다.

30년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 시각에서 전망해 보고 그 정책적 의미를 청중과 함께 토론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OECD 과학기술정책국 도미닉 글룩 과장이 OECD 차원의 오픈사이언스 정책을 설명했고, OECD 글로벌사이언스포럼(GSF)의

2일차 4개 분임 세션 중, 첫 번째 세션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한중일 아시아 삼국의 시각에서 논의하고, 두 번째 세션은 연구와

가브리엘 피오니 의장, 중국과학원 과학기술전략 자문연구원(CASISD)의 무롱핑 소장 등이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발표했다.

혁신을 위한 정책지능으로서의 미래예측활동의 필요성과 수행방안을 토의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 정책을 고민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구성과(오픈액세스) 및 연구자료(오픈데이터)의 공개, 기타 오픈사이언스 사례와 최근 동향에 대해 서울대 서정욱 교수 등이

네 번째 세션에서는 SDG시대에서의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발표했고, 정책방향에 대해 덴마크, 일본, OECD 등 국내외 전문가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종합적 시각에서 관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장기 정책적 도전과제들을 도출함

세계적으로 오픈사이언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오픈사이언스의 의미와 사례, 정책 논의를 통해 전문가 위주로 이루어졌던 연구개발에

으로써 우리나라 차기 행정부가 조기에 올바른 방향의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일반인의 참여가 확대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구분

발표주제
Plenary
Session

1일차

Session 1

Session 2
2일차

Session 3

Session 4

064

065

발표자

The Promise and the Peril of the New Technology Revolution

Douglas Frantz (OECD 사무차장)

Implication of an Innovation Ecosystem Approach for Policy Design

Luke Georghiou (맨체스터대학교 교수)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in Transition

이정원 (STEPI 부원장)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A japanese Perspective

Yuko Harayama (일본 내각부 CSTI 위원)

From S&T Policy to Innovation Policy-An Assessment of
the Policy Evolution on S&T System in China

Xu Lan (칭화대학교 교수)

Progress and Challenges of Korean STI Policies

장진규 (STEPI 선임연구위원)

Foresight in Support of European R&I Policy-Embedding Futures
Thinking in Decision-Making

Matthias Weber
(오스트리아 기술연구원 국장)

The Policy Horizons Strategic Foresight Process and
its Application to Innovation Policy

Marcus Ballinger
(Policy Horizons Canada 국장)

How Should We Develop our Future

Kuniko Urashima (NISTEP 부국장)

Recent Strategic Foresight Activities in South Korea

박병원 (STEPI 미래연구센터장)

Japans Strategic Approaches to the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oh Motoshige (동경대학교 명예교수)

Progress and Challenge of - Made in China 2025

Baoming Chen (중국발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Industry 4.0 in Germany

Steffen Wischmann
(Innovation + Technology GmbH 컨설턴트)

Innovation Policy and Industry in Korean Perpective

최병삼 (STEPI 연구위원)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ies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vation Policy

Gustavo Crespi (IDB 선임연구위원)

A Search for Useful Framwork of STI in DEs

최영락 (STEPI 명예연구위원)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 개방형 과학) : 연구기획, 연구시설, 연구성과 등 연구과정 전반을 공개·공유하여 과학기술을 대중화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활동

구분

발표주제

발표자

글로벌 정책 동향

굴릭(OECD 과학기술정책과장)

프랑스의 오픈사이언스 정책

피오니(OECD/CEA 의장), 랑글라드(CEA 경영고문)

일본의 오픈사이언스 정책

하야시(NISTEP 선임연구원)

미국의 오픈사이언스 정책

쉬한(OECD/NIH 부국장)

오픈액세스 이니셔티브

서정욱(서울대 교수)

오픈데이터 이니셔티브

노서영(KISTI 센터장)

오픈 어젠더 셋팅과 오픈 연구인프라

스미스(OECD 리드코디테이터), 신은정(STEPI 부연구위원)

Session 1

Ses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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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

주제 .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Shared Prosperity) : 클러스터, 산업화 및 지역발전

주제 .

기술규제 의제의 발굴과 탐색

일시 .

2017년 9월 6일 ~ 7일

일시 .

2017년 11월 30일

장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장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계은행(World Bank)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규제학회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World Bank Group Korea Office)와 공동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Shared Prosperity): 클러스터, 산업화 및 지역발전”을 주제로 「제3회 과학기술혁신과 개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제 심포지엄 · 세미나

제3회 과학기술혁신과 개발 국제컨퍼런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규제학회와 ‘기술규제 의제의 발굴과 탐색’을 주제로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새로운 규제정책 영역인 기술규제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 편익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지역 차원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육성하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클러스터(Cluster), 산업화(Industrialization) 및

증진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규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규제시스템 자체의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 시스템의 점검과 함께 새로운 규제시스템의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의제 발굴과 이에 대한

기조연설에서는 ‘에티오피아 사례를 통한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주제로 산업단지 간 연계 활성화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우크라이나 국립공과

심층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 총장은 ‘산학협동을 위한 혁신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우크라이나 사례를 소개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ICT 클러스터인 반둥 테크노 파크의
개발 및 발전과정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다. 2일차 세션은 고려대학교기술경영전문(MOT)대학원, 국제지역학회, 산업클러스터

이에 이번 컨퍼런스는 ‘기술규제 의제 현황과 분야별 기술규제 의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기술규제 의제 발굴과 탐색을 논의
하는 자리가 되었다.

학회, 서울대학교 국제 IT 정책과정(ITPP), 적정기술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생산성학회 및 UN ESCAP 동북아사무소 등의 8개 기관이
파트너로서 참여하여 클러스터와 지역개발에 관한 다양한 세션으로 개최하였다.
STEPI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향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추진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STEPI는 국내외

구분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협력 대상국들과의 개발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발표주제

발표자

기술규제 이슈의 발전과 주요 의제

이광호 (STEPI 기술규제연구센터장)

기술규제 예측 방법론 설계

정장훈 (STEPI 부연구위원)

게임산업에서의 규제지체 대응방안

이주영 (STEPI 연구원)

OSMU형 기술의 규제문제 대응방안: 드론을 중심으로

최종화 (STEPI 부연구위원)

신산업 신생기업의 기술규제 대응현황 및 지원방안

조용래 (STEPI 부연구위원)

Session 1

구분

발표주제

발표자

Inclusive Development with Inclusive Growth &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Ethiopia

Mekuria Haile Teklemariam
(에티오피아 도시개발 · 주택 · 건설부 前 장관)

발표 Ⅰ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Innovation Clusters in Korea and
Policy Implication

임덕순(STEPI 선임연구위원)

발표 Ⅱ

Innovation as a Platform for Inter-University Cooperation

Mykhailo Zgurovsky
(우크라이나 키예프국립공과대학 총장)

발표 Ⅲ

Challenges of Innovation Cluster Development in Indonesia
'Special Case : ICT Cluster Development

Iwan Iwut Tritoasmoro(텔콤대학 교수)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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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raining Workshop on Key Framework for S&T Policy
Development in Cambodia

일시 .

2017년 12월 19일

일시 .

장소 .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장소 .

캄보디아 프놈펜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년 6월 21일 ~ 2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GS-NSTC)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 협정” 체결(‘16.12.20.) 1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향후 교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캄보디아 과학기술혁신정책 분야 전담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GS-NSTC)과 공동으로 캄보디아 과학기술혁신

협력이 유망한 분야를 도출하고 중장기 협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을 모색하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Session 2에서는 4차 산업혁명, 생명과학, 우주,

캄보디아 과학기술 분야 고위공무원, 학계 및 연구소 관계자 40여 명(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부, 산업수공예부, 관방부, 농림수산부, 교육청년체육부,

청정에너지 등 4개 기술 분야별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우정통신부, 노동직업훈련부, 개발자원연구소, 캄보디아공과대학, 캄보디아왕립프놈펜대학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워크숍은 국가과학기술정책

Session 1에서는 로만 줌스키(Roman Szumski) 캐나다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부위원장과 윤종록 한국정보통신산업

수립, 국가 R&D 프로그램 설계,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정책 기획이라는 3개의 강의 모듈로 구성하고, 동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의 및

진흥원 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 관점에서의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짚어보고, 이에 대응하는 양국의 과학기술혁신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토론의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Session 2에 개최된 4차 산업혁명 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호작용 기술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명과학 세션에서는 생물정보학 분야의 기술
동향과 활용분야 및 헬스케어 산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각각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기반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캄보디아의 과학기술 정책 기획에 필요한 기초적인 핵심 역량을 향상
시키고, 현지의 다양한 과학기술 이해관계자들에게 국가 개발 목표 달성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우주분야 세션에서는 우주로봇과 소형위성을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또한 캄보디아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의 초기 단계부터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청정에너지 세션에서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 미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구분
Session 1

Ses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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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

발표자

Advanced Manufacturing

Roman Szumski (NRC 부위원장)

The Driving Forc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with Strong Soft Power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4차 산업혁명]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 Models and Applications

최재식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4차 산업혁명] Human-AI Interaction from Computing Perspectives

고석범 (University of Saskatchewan 교수)

[생명과학] Personal and Private Big Data: Genomes and Health Records

김주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생명과학] Disrupting the Aging Landscape: the Potential of Technology

Dorina Simeonov (Aging Well NCE Inc.,Knowledge
Mobilization Manager)

[우주] Introduction to Research on Space Robot and Small Satellite of KARI

최기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융합기술연구센터장)

[우주] Space Robotics Technologies and Small-sized Satellites

Gurvinder Chohan
(MDA, Director Business Development)

[청정에너지] New Energy Industry of Korea

김희집 (에너아이디어즈 대표)

[청정에너지] Renewable Energ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김정우 (University of Calgary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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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 · 훈련프로그램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 심포지엄

2017 Training Program for STI Policy and Information Analysis

일시 .

2017년 8월 7일 ~ 10일

일시 .

2017년 11월 9일 ~ 22일

장소 .

아제르바이잔 바쿠

장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OICA 연수센터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아카데미(ANAS)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교육 · 훈련프로그램

2017 Training Program for STI Policy and Industry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아카데미(ANAS)와 공동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정보센터 및 타 과학기술 관련기관 소속 실무자와 관계자 총 20명을 대상으로 제3차년도 에티오피아

(2017 Training Workshop on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and Industry' for Azerbaijan)을 개최하였다.

과학기술정보센터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Program on STIC (Ethiopia)」 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역 내 과학기술 및 문화의 중심지로, 최근에는 자원기반 경제에서 과학기술혁신 기반 경제 발전으로의 이행을

이번 연수과정의 목표는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 정보체계 구축관련 실행계획(Action Plan) 도출과 실무자 역량강화이다. STEPI는 에티

도모하고 있다. 1945년 1월에 설립된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아카데미(ANAS)는 첨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에 ANAS 내 첨단기술

오피아 과학기술정보센터의 ‘과학기술정보 분석-생산-관리 및 시스템 운용’에 관한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에티오피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단지(HTP)를 설립하였고, STEPI에 과학기술정책과 기술혁신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요청해 왔다. 특히 협력기관인 아제르바이잔 국립

한-에티오피아 양국 간 과기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3차년도 연수과정은 사전에 연수 수요조사를 통해 연수생들의 관심 분야, 기관

과학아카데미(ANAS) 첨단기술단지(HTP)는 첨단 기술의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산업 발전 지원, 기술 사업화 지원 및 해외 기업과의 연계, 과학기술의

내부 중점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의 협력 하에, 과학기술정보체계 관련 심화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험과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이다. STEPI와 ANAS-HTP 간 2018년도 ‘과학기술 단지 관리 운영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추진에 앞서, STEPI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보관리 및 운영 역량 강화 기회를 강의, 워크숍과 현장견학을 중심으로 제공하였다.

기술혁신과 산업이라는 주제로 국가혁신시스템, 산업 혁신, 기술이전과 사업화관련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연수 기간 동안 한국의 과학기술발전 정책 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및 체계수립, 오픈 사이언스 플랫폼 등 구체적인 정보관리 및 정책운영을

이번 워크숍에는 아제르바이잔의 과학기술 유관기관 및 산업계 관계자 등 총 2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동 워크숍은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우선순위

위한 노하우 소개, KISTI, KISTI 중소기업 지원센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기관 방문, 중소기업 정보관리, 바이오

설정을 비롯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아제르바이잔 과학기술 현황 및 발전 과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아제르바이잔과의 과학기술

분야 관련 현장 견학을 수행하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 에티오피아와 한국간의 과학기술정보시스템과 기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 부가 바바예프(Vugar Babayev) ANAS-HTP 원장은 “아제르바이잔의 산업다변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현

크다.

하기 위해 앞으로 한국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협력을 꾀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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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방문연구원 프로그램

일시 .

2017년 11월 20일 ~ 12월 6일

일시 .

2017년 5월 10일 ~ 30일(상반기) / 2017년 10월 14일 ~ 31일(하반기)

장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OICA 연수센터

장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세종), 서울 외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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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교육 · 훈련프로그램

2017 Advanced Training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of Tunisia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튀니지 고등교육과학연구부(MHESR)를 비롯한 과학기술연구기관과 과학기술단지 전문가 총 15명을 대상으로 튀니지 과학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개도국 과학기술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총 7명을 대상으로 2017년 방문연구원 프로그램(2017 Researcher Program)* 을

기술혁신정책 「Advanced Training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Tunisia)」 연수과정을 진행하였다.

진행하였다.

이번 튀니지 과학기술혁신정책과정의 목표는 튀니지 기술이전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 도출을 통한 실무 역량강화로, 2015-2016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들은 이란 과학기술연구기관(Iranian Re-search Organiz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IROST), 이집트 과학연구

년도 1-2차 연수과정에 이어서 STEPI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의 다년도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동 연수과정은 단기적으로는 ‘국가경제

기술한림원(Academy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y, ASRT),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LIPI), 에티오피아

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정책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제고,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제도와 인력양성에 관한 한국의 경험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탄자니아 교육과학기술부(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MoEST), 튀니지

한-튀니지 과기공동 협력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 연수 때는 튀니지 정부 측의 연수 요청 분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심화하는

고등교육과학연구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MHESR), 에콰도르 The Cluster Competitiveness Group INC이다.

과학기술혁신정책분야 교육 모듈을 마련하고 연수생들의 기초역량 향상에 주력하였다. 2차년도 연수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1차년도 연수생들의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개도국의 연구 수요와 교육훈련 요청이 증가하고, 개인과 기관의 역량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의견 및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동일 모듈 하에 ‘기술이전 및 상업화, 국가과학기술정책 전략마련’ 관련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2차년도 연수는
튀니지 현지에서 ‘국가기술이전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한 만큼 파급효과가 높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개도국 공무원과 연구자의 정책기획 및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국내 정책연구 전문가에 의한 멘토링, 과학기술
유관기관 견학 및 산업시찰, 세미나(국별보고, 연구 결과보고 등), 국제 심포지엄 및 포럼 참가,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번 3차년도 연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 그들의 관심 주제, 기술이전정책의 중점 과제 등을 고려하여 과정을 기획하였다.

이에 방문연구원은 과학기술정책 씽크탱크로서 STEPI의 역할, 과학기술 미래예측 방법론,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관리 · 기획 · 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이전과 R&D 사업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연구와 혁신의 연계, 사회적 혁신 워크숍,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과학기술혁신 R&D 정책 등에 대한 양 국가 간 비교를 통한 발전 방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전문가와의 인터뷰, 국가별 보고 및 연구

제공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깊이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연구원들과 국내 연구자들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STEPI 방문연구원프로그램은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에 관심 있는 개도국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연구자가 최대 3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를 모색하는 국제연구 교류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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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Innovators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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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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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토론의 장이다.

하고,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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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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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과 대안을 모색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모색

▶ 과학기술정책 현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과학기술지식의 공유와

▶ 젊은 창업가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켜 한국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발상과 실행으로 연결하는 열린 토론의 장

확산은 물론 정책현안에 대한 학습효과를 제고

구분

일자

제408회

2017.02.09.

지능정보사회를 통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 2017년도 주요 정책방향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제409회

2017.03.30.

전환기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혁신을 혁신하라

양승우 (STEPI 연구위원), 황석원 (STEPI 연구위원)

제410회

2017.04.20.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정책방향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
정재용 (KAIST 교수),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박병원 (STEPI 미래연구센터장),
조현대 (STEPI 선임연구위원), 성지은 (STEPI 연구위원),
박희제 (경희대학교 교수),
송위진 (STEPI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

제411회

2017.04.26.

발표주제

발표자

일자

발표주제

발표자

2017.01.25.

[Young Innovators Talk at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딥테크(Deep-Tech) 스타트업

박외진 (아크릴 대표), 남재현 (룩시드랩스 이사),
황희철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사)

2017.02.22.

[Young Innovators Talk at Sejong City]
봄방학 맞이,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청소년 창업 진로 탐색

송영광 (디랩 대표), 김재연 (정육각 대표)

2017.04.18.

[Young Innovators Talk at Korea University]
청년 창업을 위한 글로벌 협력

이학수 (미소 공동대표), 한나 웨이트 (문락 대표)

제412회

2017.06.08.

미래를 향한 출연(연) 역할 및 시스템 혁신방안
– Post-PBS 시대의 출연(연) 시스템 패러다임 전환-

이민형 (STEPI 선임연구위원)

제413회

2017.07.06.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혁신

김승현 (STEPI 연구위원)
2017.06.02.

[Young Innovators Talk at Jeju National University]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융합형 소셜 네트워크 스타트업

이진주 (걸스로봇 대표), 정지후 (엔블리스컴즈 대표)

제414회

2017.10.12.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성찰과 새로운 도전

송위진 (STEPI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제415회

2017.11.02.

기술혁신과 과학기술 일자리

홍성민 (STEPI 연구위원), 박기범 (STEPI 연구위원)

2017.08.17.

[Young Innovators Talk 바이오]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한 방울의 힘”

이동영 (노을 공동대표), 금창원 (쓰리빌리언 대표)

제416회

2017.11.14.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과 혁신성장

김선우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
이정우 (STEPI 부연구위원),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7.09.18.

[Young Innovators Talk in 2017 한-아세안청년포럼]
국내 및 ASEAN 창업가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사례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 김두환 (디오션 대표),
모하마드 피트리 오스만 (타니막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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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Innovators 포럼

과학기술정책포럼

연구교류회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 모색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과학기술정책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와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전문가 커뮤니티로, 전문 연구영역별로 학술적·창의적 연구

부상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이다.

결과를 발표하고 내외부 전문가 협력을 도모하는 연구교류의 장이다.
▶ 과학기술과 미래사회 연구회, 과학기술전략연구회, 기술창업 및 기업가정신 연구회, 이머징기술 연구회, 혁신정책의 이론과 실제 연구회, 고령사회와
과학기술 연구회, 지식재산 연구회, 중국 미래기술 연구회, 증거기반 혁신성과관리 연구회 등 9개의 연구교류회 활동

교류회명

과학기술과
미래사회 연구회

과학기술전략연구회

일자

2017.01.24.

발표주제

지자체 리빙랩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정덕영 (성남고령종합체험관 센터장)
윤찬영 (서울혁신파크 리빙랩2팀 팀장)
김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강민성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팀장)
최창범 (한동대학교 ICT창업학부 교수)

2017.05.02.

재난치안분야, 리빙랩을 함께 고민하다

성지은 (STEPI 연구위원)
정병도 (소방과학연구실 실장)

2017.08.22.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그리고 과학기술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재현 (크레비스 파트너스 대표)

리빙랩으로서의 스마트시티

성지은 (STEPI 연구위원)
조영태 (LH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

사회적 경제와 산업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송위진 (STEPI 선임연구위원)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과 과장)

2017.10.31.

2017.12.26.

기술창업 및
기업가정신 연구회

일자
2017.01.20.
2017.02.24.

4차 산업혁명과 지구과학 분야

2017.03.31.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2017.04.26.

4차 산업혁명과 CRISPR-CAS9

2017.06.09.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스마트 팩토리 개념을 중심으로

2017.07.12.

수요자 중심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

2017.02.17.

명품의 전략

2017.03.17.

중소기업 생태계 확장

2017.04.21.

기업의 본질과 역할

2017.05.19.

앙트십 인재 이야기

2017.06.19.

새로운 소비 트렌드

2017.02.17.

사람중심의 기업가정신

2017.06.22.

변화하는 비즈니스 패러다임: 지속가능경영과 비콥

2017.07.18.

사회적 기업가정신 연구동향 및 정책방안

2017.09.25.

Beyond Startup and Failure

2017.10.31.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길 - 사마천 史記, 그리고 기업가정신

2017.02.08.

의료유전학의 발전에 따른 도덕적 정당성 논쟁
- 인간배아연구, 유전자가위기술, 인간게놈합성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17.03.21.

이머징기술의 사회적 영향 평가

2017.03.03.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협력 강화 방안

2017.08.18.

유전체 편집기술 규제 개선 방안 및 기술사업화 체계 전환 방안

2017.07.14.

고령화와 가족관계 변화

2017.12.14.

100세시대 교통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질까

2017.09.06.

산업혁명시대 창업단계기업 IP 및 라이선스

2017.09.19.

중국의 창업열풍

2017.10.19.

사드 이후의 한중관계-일대일로와 혁신

2017.12.26.

기술혁신조사(KIS)활용 연구주제 탐색

이머징기술 연구회

혁신정책의 이론과
실제 연구회
고령사회와
과학기술연구회
지식재산 연구회

주제
2017년 연구교류회 운영계획 발표 및 보건의료분야 4차 산업혁명 논의

중국 미래기술 연구회
증거기반 혁신성과관리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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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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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류회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

주요행사 및 원내소식
주요행사 및 원내소식

JAN. 01.02.

MAR. 03.06

03.08.~09.

APR. 04.19.

04.25.

STEPI-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에티오피아
PC기증식

제3회 THE 포럼 융합

STEPI 전직원 연찬회

STEPI 춘계 체육행사

한-아프리카연합 과학기술혁신 워크숍

04.28.

MAY. 05.11.

JUN. 06.13.~23.

06.21.

JUL. 07.27~28.

SEP. 09.25.

한-탄자니아 수교 25주년 기념 세미나

STEPI 30주년 개원 기념식

네팔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 고위급 관리자
역량 강화 초청 연수

연구자문위원회

STEPI-IBS 포럼

STEPI-미주개발은행(IDB) MOU

OCT. 10.27.

10.30.

NOV. 11.07

11.15

11.30.

DEC. 12.26.

STEPI 추계 체육행사

2017년 STEPI 한국기업혁신조사 워크숍

2017년 진로 · 직업체험 프로그램

과학기술혁신본부장-STEPI 정책현장 간담회

제12, 13대 송종국 원장 퇴임식

제14대 조황희 원장 취임식

STEPI 시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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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

2017
080

081

STEPI 2017 Annual Report

조사연구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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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호 : P)

(분류기호 : F)

분류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분류

보고서명

연구보고서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

연구책임자

P17-01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황석원

F17-01

2017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김기국

P17-02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송위진

F17-02

2017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조가원

P17-03

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조현대

F17-03

2017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조가원

P17-04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2차년도)

황석원

F17-04

2017년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안두현

P17-05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패러다임 변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전략

홍성민

F17-05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Ⅸ

박병원

P17-06

민간 부문 이공계 박사인력의 연구개발활동과 특성

박기범

F17-0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 사업 Ⅷ

임채윤

P17-07

혁신정책의 변인(變因) 수용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양승우

F17-07

2017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사업: 우주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이춘근

P17-08

오픈사이언스 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안

신은정

F17-08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3차년도): 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산업형성

송위진

P17-09

국내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성지은

F17-09

2017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김영환

P17-10

창의적 혁신 조직의 속성 연구

장필성

F17-10

기초원천연구 성과의 확산경로 조사연구

임채윤

P17-11

R&D 예산배분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정장훈

F17-11

글로벌 포용적 혁신과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 진단 툴킷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장용석

P17-1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적 융합연구 촉진방안

최종화

P17-13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김석관

P17-14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전략(2차년도)

최병삼

P17-15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 혁신정책의 방향과 전략: 도시형 혁신공간과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

P17-16

지역 산업기술지형의 변화 양태와 시사점

임영훈

P17-17

수요자 중심의 헬스케어 산업 전망과 대응전략

정기철

P17-18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적 성과 제고방안 – 건물부문의 기술융합 보급 활성화 방안 -

박환일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에게 시의적절하게 배포하기 위해 요약 형태로 발간한 자료

P17-19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인큐베이션 경로진단 및 효율화 방안

손수정

(분류기호 : J)

P17-20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 기술수출을 중심으로 -

이윤준

P17-21

트랜스휴먼 시대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연구

박성원

P17-22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7차년도) - 농업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선진통상농업 구현전략 -

이주량

P17-23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이광호

P17-24

적정 녹색기후기술에 대한 해외수요조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장진규

P17-25

신정부 과학기술정책 방향 모색

홍성주

분류

P17-26

기술혁신과 중소기업 고용에 관한 사례 연구

이윤준

J17-01

과학기술정책 핵심의제 발굴 및 대안 모색

이정원

P17-27

과학기술 정책평가 모형 탐색

이명화

J17-02

2017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임덕순

P17-28

북한의 핵무기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체제

이춘근

J17-03

과학기술 정책 역사 콘텐츠 축적 및 활용 방안 연구 - 『과학기술 50년사』 사업수행 백서 -

홍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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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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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권호

세션명

(미국) 트럼프 정부의 ‘친환경 규제 폐기’가 자동차 혁신에 미칠 영향

이제영

(영국) 브렉시트(Brexit) 이후 디지털 전략 발표

우청원

사람 중심의 R&D 정책 방향

용홍택

현장 연구자의 의견 수렴과 반영 채널

양수석

과학기술 정책의 유쾌한 소통마당 ‘타운미팅’을 소개합니다

이강수

한국 과학계, 독창적 전문성의 생산과 소통으로 지식 혁명의 기본 쌓자

이석봉

저자

여성과학기술인 참여확대를 통한 미래혁신 메커니즘

부하령

한국 과학계의 문화적 위기를 돌파할 수평적 채널의 활성화

홍성주

해외 혁신동향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제27권
제4호
(통권225호)

제27권
제1호
(통권222호)

제목

정책특집

해외 혁신동향

(미국) 북핵은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가?

우청원

해외 혁신동향

(EU) 혁신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유럽

양현채

연구노트

무인자동차의 패러독스 : 가치 및 한계, 소셜 딜레마 그리고 Coopetition

백서인

최병삼, 오승환,
장필성, 양현채,
이제영, 임수연,
이세민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기업 혁신활동 동향 (혁신보호)

강희종

STEPI 30년, 과학기술정책연구 30년

김기국

키워드로 본 STEPI 연구 30년

정효정

정책특집

연구노트
인터뷰
지표통계

2017년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10대 트렌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다양성으로 접근하기
글로벌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 ㈜인코어드 테크놀러지스 최종웅 대표통계로 보는 기업 혁신활동 동향 (일반현황)

개원 30주년
특집

기조연설 ① 디지털 혁명의 명과 암

조길수
임수연, 오승환
강희종

제27권
제5호
(통권226호)

기조연설 ② 정책 설계에 관한 혁신생태계 측면의 고찰
기조연설 ③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새로운 전환
STEPI 국제
심포지엄

양현채, 장훈
이제영, 양희태
이정원

동시세션 ① 혁신정책의 혁신

이세준, 이혜진

이제영

동시세션 ②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미래전략연구 활동

박병원, 윤정현

(유럽) 어떤 가치가 유럽의 연구혁신정책을 변화로 이끄는가

양현채

동시세션 ③ 제4차 산업혁명과 혁신정책

이다은

(독일) 독일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의 명암

우청원

동시세션 ④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시대의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성경모

(미국)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추진 및 향후 전망

양희태

(유럽) INDUSTRY 4.0 성숙도 지수 평가 모델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기업들의 준비 현황은?

장 훈

(중국) 중국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가능성

백서인

주요 선도국의 기초연구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은정

우리나라 기초연구 현황: 신임연구자 정착비와 과제당 연구비

강세종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기초연구 예산 배분·조정

박종훈

R&D 패러다임 전환과 기초과학연구원(IBS)

허대녕

기초과학연구의 자율과 책임

박기범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이민형

연구노트

인공지능의 의료혁신?: 길병원의 왓슨 도입을 중심으로

이다은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혁신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인공지능)을 중심으로 -

강희종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감축 계획과 과학계의 우려

양희태

(중국) 중국의 O2O(Online to offline) 혁신 동향: 공유 자전거 사례

백서인

(중국) 고속성장 중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

장 훈

(중국)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 중국에서 세계로 도약

홍성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10가지 과학 정책과제
해외 혁신동향
제27권
제2호
(통권223호)

정책특집

2017년 정부 R&D 사업 들여다보기

연구노트

가상현실에서의 몰입을 통한 공감구현 기술의 가능성과 숙제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기업 혁신활동 동향 (혁신비용)

강희종

(유럽) 과학이 이끄는 혁신, 유럽 플래그십의 추진체계 점검

양현채

(미국)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시장의 변화

이제영

(일본) 일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 발전 전략

우청원

(독일) 독일의 연구개발 거버넌스 현황과 변천

서지영

(미국) 미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거버넌스 현황

성지은

(프랑스) 프랑스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현황

성경모

(영국) 영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거버넌스 현황

성지은

(일본)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추진체계 특징

최해옥

(중국) 중국의 과학기술정책과 행정체제 변화

정병걸

(한국) 과학기술 거버넌스 : 압축 성장의 신화와 절박한 미래

송하중

연구노트

연구원 창업의 대안, 연구소기업 발전 정책

길운규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기업 혁신활동 동향(혁신장애요인)

강희종

해외 혁신동향

제27권
제3호
(통권224호)

084

085

정책특집

장필성, 임수연, 이세민
김선지, 윤정현

해외 혁신동향

제27권
제6호
(통권227호)

제27권
제7호
(통권228호)

정책특집

해외 혁신동향

STEPI 2017 Annual Report

정기간행물

양현채

과학기술 공동체와 사회와의 소통에 이르기까지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조망하고자

세션명

저자

(유럽) 정책평가에 공공데이터의 중요성 강조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활동과 관련된 이슈나 현안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해외 혁신동향과 미래연구,

권호

제목

권호

세션명

제27권
제7호
(통권228호)

저자

과학기술 발전의 일자리에 대한 영향 전망 및 시사점

김세움

새로운 과학기술이 일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

박성원

한국 이공계인력의 직업구성과 변화: 2010~2016

조가원

이공계 출연(연)의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논의방향

엄미정, 윤현수

사람 중심 과학기술인력정책 이슈와 전략 방향

홍성민, 서지영

연구노트

공유 플랫폼: 개방형 혁신 혹은 시장의 한계? - 에어비앤비 사례를 중심으로

최수민, 오승희

지상중계

한국-OECD 오픈사이언스 워크숍: 오픈사이언스 정책과 실행

양현채

해외출장리포트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 Echelon Asia Summit 2017

이정우

통계로 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혁신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강희종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제정된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양희태

유럽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계획

장 훈

중국의 성장과 혁신: 사회, 정책, 기업의 변화와 시사점

백서인

지표통계

권호

해외 혁신동향

중국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추진의 역사적 맥락과 전망: ‘혁신’과 ‘시장’의 키워드
중심으로
제27권
제8호
(통권229호)

중국의 창업 열풍 지속될 것인가?: 창업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담긴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양희태

독일의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준비: 디지털화

장 훈

알리바바의 DAMO 아카데미 설립과 혁신의 가능성

백서인

국민안전과 과학기술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정지범

최경호

미래의 '건강한 노동'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서지영

대학 연구실 안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배선영

연구노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소재개발 혁신 - 빅데이터의 활용 -

이동헌

지상중계

제414회 과학기술정책포럼 -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성찰과 새로운 도전

유재연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혁신 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클라우드 컴퓨팅)을 중심으로-

강희종

가트너가 발표한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및 미래 전망

양희태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장 훈

중국의 서비스 혁신 2.0과 로봇 굴기

백서인

국방 연구개발의 혁신이 필요하다

하태정

선진국 및 국내 국방과학기술 개발 동향

김찬수

북한의 핵 위협과 대응방안

이춘근

국내 방위산업 기술경쟁력 현황과 발전전략

장원준

국방획득체계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김종하

연구노트

국가 데이터 수집 기회로서의 평창동계올림픽 - 메가 스포츠 개최의 새로운 수익 구조화 -

유재연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혁신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로봇)을 중심으로 -

강희종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약 동향

양희태

(유럽) 유럽연합의 Horizon 2020: 300억 유로 투자계획('18~'20) 발표

장 훈

(중국)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Imitation to Innovation’

백서인

해외 혁신동향

배문식, 길운규

중국의 식량안보와 농업 혁신

곽상수

중국의 신소재 발전 계획

이용태

중국 기초과학과 4차 산업혁명

이영백

연구노트

기술창업의 열쇠: 고객 중심의 창업탐색과 건강한 창업 생태계

이윤석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혁신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3차원 인쇄)을
중심으로 -

강희종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저력, 유니콘(Unicorn)

양희태

드론법(Drone Laws): 성장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

장 훈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동향과 과제

백서인

파괴적 성과를 지향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김선우

질적 성장 중심의 기술혁신 지원체계로 전환

김성우

재도전을 응원하는 기업생태계 구축

이정우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따른 업계 의견: 벤처기업의 목소리

박태근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따른 업계 의견: 이노비즈 기업의 기대

이헌준

연구노트

8명의 과학기술자,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탄생

부경호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혁신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빅데이터)을 중심으로 -

강희종

086

087

정책특집

최수민, 윤정현

생활환경 화학물질 안전과 과학기술

제27권
제11호
(통권232호)

정책특집

해외 혁신동향

(OECD) OECD 과학기술산업 지표를 통해 본 디지털 전환 동향과 도전과제
제27권
제9호
(통권230호)

저자

홍성범

이규복

해외 혁신동향

정책특집

장용석, 최용인

중국의 5G 이동통신 정책 추진 현황

정책특집

제목

전주기 차원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제언
제27권
제10호
(통권231호)

해외 혁신동향

OECD 차세대 생산혁명 논의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세션명

제27권
제12호
(통권233호)

정책특집

2017년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

특허 키워드 네트워크로 본 지역 기술구조 변화

이명화, 최용인
박환일, 장필성, 안형준,
이제영, 장 훈, 백서인,
유재연
양현채, 임영훈

연구노트

지표통계

한국 국가혁신체제(NIS)의 주요 문제점 검토: STEPI 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정효정

통계로 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혁신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자율주행차)을 중심으로 -

강희종

STEPI 2017 Annual Report

정기간행물

정책특집

제목

Future Horizon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 ·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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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한 정기간행물

활성화의 지평을 여는 미래연구 전문 계간지

권호

발간일

제목

제205호

2017.01.01.

여성 기업가정신 증진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제206호

2017.01.15.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업가정신 -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저자

권호

세션명
Future Infographics

김영환, 오지선

제208호

2017.02.01.

2017.02.15.

[제4차 산업혁명 특별기획 1] 역사에서 배우는 산업혁명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2017 민간 R&D 투자 전망

제209호

2017.03.01.

리빙랩 방법론: 현황과 과제

제210호

2017.04.27.

정부 연구성과 실증사업의 유형과 추진전략

제211호

2017.05.02.

[중소기업 R&D 정책 특집 시리즈 1]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진설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 50년, 그 성과와 미래

송종국

Introduction: 미래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응: 단절과 연속의 변증법

박병원

창조경제, 어디를 지향해야 하나?: 창의적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손석호

지속가능과 인류공영의 가치로서의 녹색 비전

박환일

광장 민주주의를 넘어

이명진

간섭자에서 혁신의 조력자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엄미정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경쟁에 쉼표는 없다

손동원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

개혁의 정치: 정책실패와 유사정책 반복의 개선

김선지

Future Infographics

‘편리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인류를 ‘불편’하게 만드는 시대

홍창의

이윤준

송성수

황석원, 정기철, 김지훈

오승환, 김선우

중국과 북한의 고체추진제 잠대지미사일(SLBM) 개발경과와 정책적 대응방안

제213호

2017.05.30.

[중소기업 R&D 정책 특집 시리즈 2] 중소기업의 협력 R&D 수행 현황과 네트워크 효과

김선우, 양현채

제214호

2017.06.29.

[중소기업 R&D 정책 특집 시리즈 3]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과 시사점

김영환, 이정우, 장필성

[제4차 산업혁명 특별기획 2]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국가전략의 주요 의제

미래연구 포커스

조용래, 유상욱, 김명순

2017.05.22.

2017.06.30.

Winter
2017

성지은, 정병걸

제212호

제215호

이춘근

박근혜 정부에 제안한 주요 미래 전략 아젠다 - 진단과 반성

2017.08.08.

오픈사이언스정책의 확산과 시사점

제217호

2017.08.24.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핵방호 및 민방위체제 개선방안

제218호

2017.09.11.

[제4차 산업혁명 특별기획 3]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의 의의와 방향

제219호

제220호

088

089

2017.11.07.

2017.12.21.

기초연구지원 확대의 쟁점과 과제
[중소기업 R&D 정책 특집 시리즈 4]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과제

윤정현, 김선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언

서용석

국가 간 미래대응 네트워크 구축

윤정현

‘미래이슈 탐색분석시스템’의 발전 방안

송영조

미래예측 정보의 소통은 잘 되었는가?

박성원

지역정부의 미래비전 준비: 경기비전 2040의 경험

이상대

결론: 차기정부의 국가 미래전략 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박병원

최병삼, 양희태, 이제영
미래연구 포커스

제216호

저자

뇌 임플란트 시대, 그 가능성의 한계는?

권두칼럼

제207호

제목

신은정, 정원교

Spring
2017

이춘근
김선우, 김영환,
이정우, 손하늬
미래연구 해외동향

Global Trends: Paradox of Progress와 한국적 시사점

윤정현

박기범, 신은정, 양현채,
정효정, 오진숙

미래연구 지식확산

참여형 미래이슈 Toolkit, STEPI 미래이슈카드 소개 ①

최수민

김선우, 오승환, 구원모

미래연구 Book Review

미래전망 대중서: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윤정현

STEPI 2017 Annual Report

정기간행물

STEPI Insight

권호

세션명
“인체장기칩(Human-on-a-chip)”의 미래

Introduction: 4차 산업혁명,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 I

Entrepreneurship Korea

저자
김선지
박병원, 윤정현

산업주의를 넘어서는 4차 산업혁명은 가능한가?

박성원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직면하게 될 보안 이슈

김정태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변화

이승협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이유수

복잡시스템사회의 위험거버넌스

김은성

알고리즘 거버넌스

최은창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교육 예측과 전망

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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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연구 포커스
권호

Summer
2017

비전 2030을 넘어: 새로운 대체 비전 추진을 위하여

세션명

기획진단
윤정현

세계미래학연맹(WFSF) 제22차 국제회의 참관기: Humankind 2050

박성원

GLOBAL X-NETWORK 2017 참관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회복탄력성

윤정현

미래연구 지식확산

참여형 미래이슈 Toolkit, STEPI 미래이슈카드 소개 ②

최수민

[STEPI 미래연구 시리즈 ➊]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2037 다가오는 4가지 미래

박성원

영이노베이터

Vol. 5

미래연구 해외동향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글로벌 트렌드
미래연구 Book Review
[STEPI 미래연구 시리즈 ➋] 사물지능 혁명: 명사의 시대에서 동사의 시대로
Future Infographics

휴머노이드의 미래: 로봇과 인류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소고(小考)

이성호, 유영진

컨트리 리포트

김태양

김헌식

가상현실과 가상적 인간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최항섭

090

091

4차 산업혁명과 딥테크 스타트업

이정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홍성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정신

김선우

「정육각」 김재연 대표 인터뷰

손준호, 이정우

2017년 1st Young Innovators Talk 딥테크 스타트업

손준호, 이정우

2017년 2nd Young Innovators Talk 청소년 창업 진로 탐색

손준호, 이정우

창업성과 스타트업 투자동향 및 회수시장을 중심으로

김영환

창업자금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별 현황과 과제

김선우

미국의 창업정책 동향 Startup America Initiative

조만석

유럽의 창업정책 동향 Entrepreneurship 2020

서여주

「The Economist」에서 주목하는 창업 현상

손하늬

튀니지 Entrepreneurship in Engineering Schools

손하늬

지속가능한 기업가정신 모델, 사람 중심의 기업가정신

서여주

대전 지역의 기술 기반 창업생태계와 기업가정신

길운규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가 가지는 의미

손하늬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임채윤

포커스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인식

김영환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전략 및 과제

김선우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및 성공사례

이정우

금민

블록체인은 과연 경제민주화를 이끌 것인가?

유성민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권과 쟁점들

손수정

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버넌스 패러다임 변화와 포스트 민주주의

윤성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 가치를 위해 가야할 길

이종관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독일 산업안전보건 연구기관 방문

서지영

Asia-Europe Eco Innovation Foresight Workshop

윤정현

한국적 맥락에서의 미래이슈 Toolkit: STEPI 미래이슈카드 "4차 산업혁명"

최수민

미래연구 해외동향

미래연구 지식확산

김승현

주요행사

미래연구 포커스
Autumn
2017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주요국의 혁신정책

윤주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적 현상의 가치와 해석

공유자산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저자

포커스

우천식, 박병원, 윤정현

콘텐츠, 프로세스, 활용 측면에서 본 선진국 국가비전 수립 사례와 시사점

제목

문락(MoonROK) 한나 웨이트 대표 인터뷰
영이노베이터

손준호, 이정우

2017년 4월 Young Innovators Talk

구원모

2017년 6월 Young Innovators Talk

손준호, 이정우

Vol. 6
온오프라인 창업문화 플랫폼 모니터링

손하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창업교육 전환 모색

손하늬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OECD 학생 기업가정신 지원 정책

서여주

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국내 글로벌 창업지원정책 리뷰

이승재

세종시 브라운백 미팅 청년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구원모

기술창업 및 기업가정신 정책교류회

김보건

주요행사

STEPI 2017 Annual Report

정기간행물

Future Infographics

제목

권호

세션명
지역 기업가정신 관련 주요 연구 현황

손하늬

지역별 창업 인포그래픽스

모미령

지역별 기업가정신 역량 비교 및 정책 방향

이정우

금창원 쓰리빌리언 대표 인터뷰
영이노베이터
Vol. 7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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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관련 최신 현안 이슈 및 동향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온라인으로 수시 발간
하는 이슈페이퍼

손준호, 이정우

2017년 8월 Young Innovators Talk @ D.CAMP

구원모

2017년 9월 Young Innovators Talk @ 서울시청

구원모

권호

발간일

정부 창업지원과 스타트업의 인식

김보건

제28호

2017.02.06.

영국의 고등교육 및 연구 법안 동향과 전망

한국의 스타트업과 창업규제

구원모

제29호

2017.04.26.

미국 창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2017 AOM 연례미팅을 통해 본 기업가정신의 최신 연구 동향

김영환

제30호

2017.05.23.

[제4차 산업혁명 동향 1]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시사점

제31호

2017.06.20.

일본 국가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대응 정책과 시사점

제32호

2017.06.30.

경제 재건을 위한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과 협력 방안

김종선, 이춘근

제33호

2017.07.19.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정책 동향 및 시사점

최해옥

제34호

2017.07.25.

[제4차 산업혁명 동향 2]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동향과 시사점

이제영

제35호

2017.08.07.

[제4차 산업혁명 동향 3] 지능형 개인비서 시장 동향과 국내 산업 영향 전망

제36호

2017.08.17.

국내외 보건의료 리빙랩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제37호

2017.08.25.

독일의 기술사업화 주체별 특징

손수정, 온기원

제38호

2017.08.29.

프랑스 공공기술인큐베이션(Technology Incubation)의 이해

손수정, 김은경

제39호

2017.09.05.

사회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초(超)학제적 연구의 특성

임홍탁, 송위진

제40호

2017.09.12.

도시형 혁신공간의 부상과 동향

정미애, 김형주

제41호

2017.09.18.

태양광(PV)분야 글로벌 혁신성과 동향

제42호

2017.10.16.

[제4차 산업혁명 동향 4] 중국의 디지털 전환 동향과 시사점

백서인, 김단비

제43호

2017.10.31.

유럽의 기업가정신 정책, 20년의 흐름

서여주, 김선우

제44호

2017.11.16.

이공계 신진연구자 경력 개발과 경로 다변화 관련 해외 동향

성경모

제45호

2017.12.22.

세계 주요 우주기관 연구현황과 시사점 - 논문 분석을 중심으로 -

강희종

「기술창업 및 기업가정신」 정책교류회

모미령, 김보건

2017 한국창업보육매니저 BI성장 포럼

김선우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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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 이슈

저자

제목

저자
박기범
조만석, 김선우
최해옥, 최병삼, 김석관
최해옥

양희태, 김단비
성지은, 한규영, 김준한

우청원

STEPI 2017 Annual Report

정기간행물

포커스

제목

STI Policy Review

위탁과제 연구
위탁과제 연구

STEPI의 기본연구사업 중 외부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에게 연구수행을 의뢰하여 수행한 과제보고서 (총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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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조직
국민에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Think-Tank

연구자문위원회

원장

비전 및 연혁

비전

감사(비상근)

부원장

미래지향의 국가혁신
시스템 전환전략 선도

경영목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정책연구 강화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협력 및 교류 확대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조직 및 경영혁신

추진전략
혁신시스템연구본부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전략기획단

경영지원본부

•국가연구개발분석단

•신산업전략연구단

•다자협력사업단

•연구전략팀

•인사총무팀

•제도혁신연구단

•혁신기업연구단

•ODA사업단(IICC)

•대외전략팀

•예산기획팀

•R&D재정사업평가팀

•글로벌연수사업팀

•재무회계팀
•연구관리팀

① 국가 R&D 대혁신 방안 선도
연구 추진
② 차세대 혁신시스템 설계 및
제도 연구 활성화
③ 데이터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④ 미래 유망기술 발전전략
선도
⑤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전략 강화
⑥ 혁신주도의 지역·사회 발전
전략과 과제 도출

⑦ 정부부처와 소통 증대로
현안 대응력 제고
⑧ 산학연관 협력 증진을 통한
쓰임새 향상
⑨ 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선도

⑩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
하는 조직문화 조성
⑪ 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⑫ 신뢰와 협력 기반의 투명한
경영 구현

•지식정보팀

인원

2017, 2018년 예산
단위 : 명

연혁

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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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원

2017년 예산
시설비 743
경상운영비

1987
1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 설립

1999

2011

1월

8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제사회연구회 연구기관으로 소속
변경

제12대 송종국 원장 취임

1,835

4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정책연구 기능 인수
5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개원

100

101

인건비

정부출연금

9,464

15,065

지출

수입

총 예산 23,944

총 예산 23,944

연구사업비 11,658

2014

자체수입 8,097

2018년 예산

9월
시설비 743

제13대 송종국 원장 취임

행정직

199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확대 개편

기타 782

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 평가 · 관리 기능을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이관

5월

연구개발적립금 244

29

2005
7월

201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2005.5.31.)’에 따라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연구기관으로 소속 변경

12월
제14대 조황희 원장 취임

132

총

연구개발적립금 19

기타 393

경상운영비

1,879

인건비

정부출연금

9,649

15,754

지출

수입

총 예산 23,487

총 예산 23,487

임원(원장)

1
연구사업비 11,197

자체수입 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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