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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18년 STEPI는 신뢰성, 유용성, 선도성의 3대 가치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TEPI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STEPI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발전과 미래사회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 기술 및 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제별 연구를 통해
기술발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과학기술의 사람과 사회에의 활용방안과 삶의 양식 변화까지도 예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기업 관점에서의 혁신연구를 통해 창업·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기업성장 단계에
위치한 다양한 기업의 혁신역량을 진단하고,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혁신의 가능성을 탐색
하였습니다.
한편 STEPI는 혁신이 국가, 기업뿐 아니라 지역과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기반의
지역·사회 혁신시스템의 역할과 혁신생태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시대 과학
기술혁신공간 발전방안과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전략연구사업이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글로벌 허브의 역할을 다하고자, 글로벌 정책이슈 모니터링과 대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정책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Program),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사업,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평가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8년 STEPI는 정책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성과확산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존의 대외교류
및 확산사업과 기관 간행물 발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연구성과의 신속성 및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전략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기관 대표행사인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의 기관 핵심
STEPI는 2018년 기관의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된 ‘국민에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Think-Tank’의 역할을 다하기

연구성과 확산과 함께 정부부처의 국가정책의제 지원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책의 전문학술지

위해 신뢰성, 유용성, 선도성이라는 3대 가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근거 기반의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

재창간을 비롯한 기관 발간물 개편전략은 발간물에 대한 목표고객을 면밀히 정의하고, 차별화된 통찰과 가치 있는

의사결정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현장중심의 의제를 연구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 연구성과의 활용성을 제고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변혁에 대한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 관계자, 정책 연구자,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STEPI의 2018년 연구사업은 미래지향의 국가혁신시스템 전환 전략 선도, 과학기술기반의 혁신정책연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쓰임새 있는 자료가 되기를

강화, 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선도를 목표로 수행되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혁신전략

희망합니다. 2018년에도 STEPI에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수립을 위해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진단과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 R&D 혁신방안

드리며, 앞으로도 STEPI는 국민에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Think-Tank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일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등 연구개발시스템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를 지속하였습니다. 한편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제를 선도하겠습니다.

혁신시스템의 재설계와 제도개선을 위해 출연연시스템 진단과 기술정책 기능 강화 방안, 기초연구사업 확대에
따른 대학 R&D 정책방향 수립 연구 등이 수행되었습니다.

004

0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STEPI 2018 Annual Report

CONTENTS

발간사

004

2018년 연구사업
2018년 연구사업 특징

010

2018년 연구실적 목록

012

2018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국가 연구개발 혁신전략

013

선도적 혁신시스템 및 제도 설계

021

미래유망기술 발전전략 제시

035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발전전략

041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049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053

2019년 연구사업 방향
2019년 연구사업 방향

060

2019년 연구과제 목록

062

2018년 연구관련 활동
2018년 기관 주요활동

066

기관 기획행사

068

협력 행사

070

국제 행사

076

세미나 및 교류회

078

국제교육훈련프로그램

080

2018년 연구실적 목록
연구보고서

086

정기간행물

088

위탁 ・ 수탁과제 연구

093

기관 현황
비전 및 연혁

098

조직

099

임직원 현황

10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연차보고서

2018년
연구사업

PART

1

subject

page

2018년 연구사업 특징

010

2018년 연구실적 목록

012

2018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0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과 혁신의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이다.
‘신뢰성, 유용성, 선도성’ 3대 가치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연구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2018년 연구사업은 미래지향의 국가혁신시스템 전환전략 선도, 과학기술기반의 혁신정책연구 강화, 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선도를 목표로 추진하였다.

국가 연구개발 혁신전략 연구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 이슈가 지속되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범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가 R&D 대혁신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3차년도)」 ,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진단과 개선방안」 ,
「국가 R&D 혁신방안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 「공공서비스의 지능화 혁신을 통한 첨단기술의 수요연계 R&D
추진방안」, 「국방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연계 및 활용방안」 등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선도적 혁신시스템 및 제도 설계 연구
정부 R&D 질적 개선을 위한 선도적 혁신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미래 국가혁신시스템 및 제도설계를 통한
혁신 프레임워크 전환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시스템 진단과 혁신방안」,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술정책 기능 강화 방안」, 「기초연구사업 확대에 따른 대학 R&D 정책 방향」,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국가 연구개발
혁신전략 연구

연구사업」 , 「오픈사이언스를 통한 공공연구 효과성 제고 방안」 , 「기술금융의 역할과 효율화 방안」 ,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연구사업」 등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미래유망기술 발전전략 제시 연구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기술 발달과 기술의 영향력이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이 커짐에 따라 유망기술 모니터링을
통한 미래사회예측 및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 ,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

선도적 혁신시스템
및 제도 설계 연구

미래유망기술
발전전략 제시 연구

국민의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Think-Tank

사업」 ,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 ,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등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과학기술기반의 신산업 발전전략 연구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기술패러다임 변화가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 주도적 산업혁신 전략이 필요
하다. 또한 기업의 혁신활동 유인 및 과학기술기반 스타트업·스케일업 발굴을 위한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생태계 변화 전망」 , 「디지털 전환시대 과학기술혁신공간 발전방안」 「스마트농업 현장 착근을 위한 기술

과학기술기반의
신산업 발전전략 연구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

정책 제고방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 「중견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혁신창업 생태계 연구」 등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
글로벌 과학기술의 정책연구 및 국제사회 기여활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글로벌 정책이슈 모니터링과 대개도국 과학기술
혁신 정책협력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Program)」,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평가」 등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과 협력전략 개발을 지원하였다.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연구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연구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정책 연구,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체계성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근거자료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2018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등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관련 DB 구축과 연구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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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연구책임자

01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진단과 개선방안

안두현

02

'국가 R&D 혁신 방안’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황석원

03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3차년도)

장필성

04

최적 R&D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한 이슈-기술 탐색 연구

장 훈

05

공공서비스의 지능화 혁신을 통한 첨단기술의 수요연계 R&D 추진방안

최종화

06

국방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연계 및 활용 방안

안형준

07

국가기술혁신체계 역사적 사례 고찰과 우리의 발전과제

장진규

08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시스템 진단과 혁신방안

이민형

09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정책 기능 강화 방안

서지영

10

기초연구사업 확대에 따른 대학 R&D 정책 방향

박기범

11

오픈사이언스를 통한 공공연구 효과성 제고 방안

신은정

12

기술금융의 역할과 효율화 방안

손수정

13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기술인력 직무변화 추세 진단과 대응방안

엄미정

14

특정 대상 지원형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적용 개선방안

정기철

15

정부 R&D 시스템상 경쟁과 제한효과에 대한 제도적 재해석 및 대응방안

양현채

16

글로벌 서비스 R&D 정책 이슈분석과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

장병열

17

연구진실성 제고를 위한 사례조사 연구

홍성주

18

과학기술 정책현안 분석 및 의제 발굴

하태정

19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2차년도)

이광호, 박찬수

20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4차년도)

송위진, 홍성민

21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 – 국가 인공지능 R&D 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22

2018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사업: 로봇·3D 프린팅·드론

23

선도 연구자 분석을 통한 이머징 기술의 발아 및 발전 조건 연구

24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8차년도)

25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Ⅹ

26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생태계 변화 전망 – 여객·운송분야 모빌리티서비스를 중심으로 -

27

디지털 전환시대 과학기술혁신공간 발전방안: 혁신기업의 공간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28

스마트농업 현장 착근을 위한 기술정책 제고방안

이주량

29

중견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박찬수

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 Ⅸ

김선우, 홍성민

31

2018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혁신창업생태계 연구

이정우, 김선우

32

2018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김왕동, 송치웅

33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평가 –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진화과정 분석 -

장진규

34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20년의 성과와 향후 확대추진 방안

이춘근

35

2018년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강희종

36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조가원

37

2018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조가원

양희태
박환일, 송치웅
배용호
정일영, 김석관, 김승현
최병삼, 홍성민
김승현
정미애,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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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가 R&D 혁신 방안’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책임자 안두현

연구책임자 황석원

참여연구원 양현채, 조용래, 이명화, 서현정, 서승범

참여연구원 박기범, 정기철, 조용래, 안형준, 우청원, 장훈, 강민지, 나다영

연구 목적
정부 R&D 예산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 R&D 사업구조 개선이 전제된다면,
기존의 배분조정 기능은 축소하고 국가 CTO(Chief Technology

연구의 차별성

Officer) 기능 수행에 집중

- 예산시스템을 하나의 전체로서 정의하고, 전체를 구성하는 개별
제도들의 위상과 상호관계들을 전체 속에서 파악하는 시스템적인

R&D 예산의 내용 개선방안
- 기초 R&D 지원: 기초 R&D에 대한 단순한 투자 확대에서 산업

접근을 시도
- R&D 예산시스템을 구조와 질적 속성들(기능과 내용)로 구분하여

또는 기술분야 맞춤형 다층적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으로 전환
- 성 장동력 R&D: 기업에 대한 R&D 직접지원의 규모를 축소

파악

하거나 지원 방식을 정부와 민간이 실질적으로 투자 위험을 공유

주요 내용

연구 목적

R&D 예산의 기능 개선

‘과학기술 국정과제’, ‘국가 R&D 혁신방안’ 등 국가 전반의 과학기술
정책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 프레임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 수요를 체계화 하고 정책 공급의
정책 수요를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연구현장의 변화 체감 등에 대해
조사/분석함

- 동태적 요인들: 역사적 변화과정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효과성 평가
- R&D 예산 배분구조의 적정성 분석
- R&D 예산의 내용적 성과 분석

- 과학기술 주요정책을 정책 공급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과학기술 정책 수요체계와의 연계구조 등 파악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공급 효과성 점검
- 대학, 출연연, 기업의 정책 수요 중요도 및 관련 정책의 적절성,
효과성 평가
- 전반적으로 정책 추진의 구체성이 미진하다고 평가됨

향후 국정과제 등 R&D 혁신 관련 주요 정책 이행 점검시 개발된
프레임 워크를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협력 과제로 수행

하는 PPPS(Public Private Partnerships) 방식으로 전환하고 R&D

- 대학은 일부 구체적인 정책이 다수 제시되고 효과도 기대되지만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수요도 존재
- 출연연은 수요의 중요도와 정책 효과성이 크지만 이를 대응할 정책이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평가

조세지원 등의 기업 R&D 간접지원을 확대

주요 내용

정부 R&D 예산시스템에 대한 이해
- 정태적 요인들: 구조와 기능

정책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 정책 이행점검 틀 설정을 위한 국내외 선행사례 조사
- 수요자 관점 정책 효과성 점검 방법 개발

- 기업은 수요의 중요도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 추진
구체성과 효과성이 낮다고 평가

R&D 프로세스별 정책 개혁을 위한 주요 현안 및 문제점, 개선과제
- R&D 기획, 예산, 연구수행, 성과활용의 R&D 수행 전주기 관점의
점검 및 시사점 도출

현재 과학기술정책이 연구현장의 정책 수요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수요-공급 간 불일치 영역은 없는지 등 파악하기 위함

정책 대안

국가 R&D 주요 분야를 그룹화하고 정책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정부 R&D 예산시스템을 구성하는 제도들 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 R&D 예산 구조/형식 측면

4가지 지표(수요의 중요도, 정책 공급 적절성, 정책 추진 구체성,

- R&D 예산 기능/내용 측면

정책 추진 효과성)를 중심으로 평가 및 매핑 방법 개발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개선방안

정책 대안
R&D 예산의 구조 개선방안
- R&D 예산에 대한 구조적 타당성 평가: 정부 R&D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포괄적인 정책 지향적 R&D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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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진단과
개선방안

- R&D 프로세스별-이슈별 주요 문제 대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과학기술 정책 전반: 국가차원의 전략 및 방향성 점검 필요
R&D 기획 및 예산배분: 국가차원의 전략 및 포트폴리오 수립, 기획
방식 개선, 사전기획 강화 필요

(9회), 정책-수요 공급 효과성 점검·평가를 위한 전문가 FGI 등

연구성과활용 및 사업화: 사업화 지원방식 전환 검토, 상용화 단계

다층적 이행점검 방향 마련

예산지원, 전문인력 확충, 도전적/장기적 연구지원 필요

정책 수요-공급체계 발굴 및 정리
- 주요 R&D 수행 주체인 대학, 출연연, 기업의 정책 수요 발굴 및 과학
기술 관련 정책 공급 정리
정책수요: 대학 29개, 출연연 39개, 기업 20개 / 정책공급: 77개
- 정책 수요 관점에서 연구개발 현장의 과학기술 정책 수요를 발굴

연구수행 주체별: (출연연) 파편화된 정책 방향성 재정립, (대학) 연구
자별 중점 미션 구분, (기업) R&D 성과지표 개선, 창업 관련 환경 및
제도/규제 개선 필요
산학연 협력 활성화, 연구자 지원개선,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 등 제시

하고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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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최적 R&D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한
이슈-기술 탐색 연구

연구책임자 장필성
참여연구원 오승환, 황석원, 황원식, 유재연, 김지훈,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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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3차년도)

연구책임자 장 훈
참여연구원 우청원, 김태경

연구 목적
정부의 국가연구개발활동은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한 다각적

포함한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생산성 및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형자산 투자나 민간 R&D

검증을 요구받고 있음

투자보다도 높은 효과를 가지고 같은 금액 투자 시 국가 GDP 상승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모니터링 및 분석하였으며, 다각적인 평가 체계의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

- 기업 및 산업간 파급효과를 고려할 경우 공공 R&D의 성장 기여도가
대한 비판에 대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본 연구는 지난 1차, 2차년도 연구에 더하여 정부 R&D 투자가 기업
및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을 수행함
-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기업 R&D를 추가적으로
유인하고 설비 투자를 증가시켰으며,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부가 투입의 효과는 기업의 매출 규모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용효과의 경우 총고용은 증가하였으나 1인당 임금은 감소
하는 등의 결과가 관찰됨

기업 특성에 따라 기업지원효과의 이질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관측

대해 정리

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이론적 배경 및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정책 대안

주기 위한 기반을 갖추는 것임
세부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정부 R&D 예산 편성 및 배분 과정 상 주요 현안 파악 및 정량적 접근을

- 개선 가능 이슈 별로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적절하게 연결하여

정책 대안
고용 효과의 경우 일자리의 양적 증가와 임금 측면의 질적 감소가

이슈-기술대응 Framework을 제안하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성능을 검증해봄으로써 동 접근법의 활용 가능성
확인

있도록 사업 기획 및 성과 관리 방식의 개선 필요
기업 특성에 따라 성과의 이질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은 향후 정책
연구의 방향이 평균적 분석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룰을 개선하던
방향에서 개별적 분석에 기반하여 적절한 수행주체를 선정하는

예산 편성 및 배분 방식의 고도화를 위한 선행적 연구 성격이 강함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음
다만, 동 연구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방향

제시가 가능함
- 전략적 R&D 예산 편성 상 정량적 기법 활용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현재 외부의 접근이 철저하게 차단된 채 진행되는 R&D 예산 편성
및 배분 과정을 white-box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동시에 관측되었으며, 정책 목표로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기보다
기업 및 산업의 혁신 역량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본 연구는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라기보다 R&D

통해 기존 대비 개선 가능한 이슈 정리
- 예산 배분의 효율화 관점에서 이용 가능한 방법론 탐구

할 필요성을 보여줌

- 다만 기업의 수익성이나 임금과 같은 질적 지표에서의 성과는 유의
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관측됨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R&D 예산을 편성

제7장: 전체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 성과 및 시사점, 한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높다는 점은 사업 성과 단위에서 제기되는 공공R&D 비효율에

주요 내용

연구 목적

거시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 대학과 출연연구소를

주요 내용
제1장: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과 범위 등에 대해 기술

- 전략적 R&D 예산 편성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특히 NTIS에서 수집 및 제공하는 데이터의 양적, 질적 수준 고도화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

제2장: R&D 예산 편성 및 배분, 투자 전략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에 대해 고찰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점을 제시

로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제3장: 정부 R&D 예산 편성 및 배분 제도와 절차를 파악하고 각 절차별

검토한 딥러닝 기반 정책 효과 예측 모델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

정량적 접근을 통해 기존 대비 개선 가능한 이슈를 구체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 사업 및 기업 단위의 평가를

제4장: 배분의 효율화 (Allocation Efficiency)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넘어 기업간, 산업간 파급 효과를 고려한 산업 및 국가단위에서의

기법을 포괄적으로 학습하고 정리

되었으며, 성과 유형과 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효과의 사전적
예측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법인 딥러닝 모형을 비롯한 머신
러닝 모형을 적용한 기업 지원 정책효과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제5장: 제3장과 제4장에서 각각 도출한 이슈와 방법론을 적절하게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기대되는 정책효과가 어떠할지에

연결하여, 정부 R&D 예산 편성 및 배분 과정 상 개선 가능한 이슈-

대해 개별 기업 및 개별 과제 단위에서 데이터 기반 예측을 수행할

방법론을 연결한 틀을 제안

수 있음을 확인함
- 적용 결과 딥러닝 기반의 기업지원효과 예측 모델은 적용 가능성과
적용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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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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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제5장에서 도출한 이슈-방법론 틀을 이용하여 NTIS에서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사업의 예산안을 최적 배분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한 틀의 활용 가능성, 보완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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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국방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연계 및 활용 방안

연구책임자 최종화

연구책임자 안형준

참여연구원 조용래, 우청원, 김은아, 정장훈, 차종혁

참여연구원 김태양, 하태정, 김인호, 유형곤

연구 목적
수요연계 R&D 추진 시 첨단기술 수요부재 문제를 혁신형 공공서비스
도입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
- 공공수요에 대한 이해와 원리 규명
- 지능형 공공서비스 발굴 및 R&D 연계 방안 제시

정책제언 3-1.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예산구조 확보
정책제언 3-2. 지자체 및 민간자본 연계체계 구축

연구개발 선정 및 실행
정책제언 4-1. 전주기 실증을 통한 성과활용 실효성 제고
정책제언 4-2. 투자기업 지속혁신을 위한 옵션계약 확대

주요 내용
공공수요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여 실질적 수요자가 누구
인지, 수요를 구체화하기 위해 무엇을 정의해야 하는지 등을 분석

연구 목적

예산확보 및 운영

공공시장 구매연계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함께 이루는 국방R&D와 정부R&D의
- 국방혁신시스템(Defense Innovation System) 관점에서 국방R&D와
정부R&D의 연계 방해 요소를 식별 및 실제 민군협력사례 분석
-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국가적 특성에 따른
국방R&D와 정부R&D 연계의 벤치마킹 요소 도출

주요 내용

정책제언 5-2. 공공서비스 혁신제품 공공시장 연계구조 재설계

현행 국방R&D와 정부R&D 연계의 한계
국내 정책현황을 확인하여 국내정책과 소관부처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

- 정부R&D 추진체계와 국방R&D 추진체계는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 추진되어 온 ‘민군

국내 사업화 관련 주요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현행제도상 연구
개발성과가 산업효과로 발현되는 과정의 애로사항을 확인
해외 공공서비스혁신과 관련하여 공공시장을 활용하는 정책과 담당
기관을 조사하여 벤치마킹해야하는 요소를 확인
공공서비스 지능화를 통한 수요연계 R&D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분석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수행

기술협력사업’은 규모와 제도의 한계가 있음

수요발굴 및 공공서비스 기획
정책제언 1-1. 통합 수요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정책제언 1-2. 혁신형 공공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모델 구체화

투자전략 및 사업구조
정책제언 2-1. 통합수요에 기반한 연계사업 체계 구축
정책제언 2-2. 정책효과를 고려한 구매단계별 사업 구성

근거 미비

성층권 고고도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사업 사례 분석
- 사업 수행 중 에 발생된 문제점을 국방혁신시스템 관점의 정책,
기획, 예산, 평가, 활용, 기반임프라 등 연구개발 수행 6대 하부 체계
별로 식별

주요국의 국방R&D와 정부R&D 상호 협력 체계 분석
- (미국) 미국의 국방R&D는 체계적인 기획·관리, 민간 기업의 유도를
촉진하는 부분에 방위산업 강국의 면모를 보임
- (영국) 영국의 국방R&D는 미국과 유사하게 기술 소유권 이전 혜택을
통해 민간 기업이 국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임
-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요즈마 펀드(Yozam Fund)를 시행함으로써, 창업이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 관점의 도입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
관점에서 두 체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전주기적 제도

정책 대안

개선안 도출이 필요함

두 시스템 연계의 방해 요소 식별
- (정책수립) 정부R&D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민군기술협력을

정책 대안

- (활용) 기술료 납부 및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관련된 제도적
- (기반인프라) NTIS-DTiMS 연계 및 연구기관 간 인력·정보교류 미흡

실천적인 연계 방안 제시

정책제언 5-1. 공공서비스 혁신제품 공공시장 진입규제 개선

2018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국가 연구개발 혁신전략

05. 공공서비스의 지능화 혁신을 통한
첨단기술의 수요연계 R&D 추진방안

총괄하는 법적 근거 미비
- (기획 및 계획)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R&D사업 현황
또는 개발된 민간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근거 미비
- (예산 및 관리) 군 소요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미래 혁신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도전적, 혁신적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예산 부족
- (평가) 협약 방식의 정부R&D와 계약 방식의 국방R&D 차이에
기인한 평가 방식 차이와 이에 따른 민간의 국방R&D 진입 장벽 존재

국방R&D와 정부R&D의 전주기적 연계 강화 방안
- (거버넌스) 과기정통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근거 마련 및 민군기술
협력 관련 심의기구 전문성 및 위상 제고
- (정책수립)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간 연계성 강화
- (기획 및 계획) 정부R&D 과제와 국방R&D 과제 간 연계강화를
위한 기획역량 향상, 정부R&D 기획 시 국방활용성 검토 및 국방
R&D 기획 시 우수 민간기술의 활용성 검토 의무화
- (예산 및 관리) 민군협력형 과제에 대한 부처별 투자유인제도 마련
- (평가) 국방기술개발사업을 협약방식에 따라 과제평가
- (활용) 우수 민간기술의 국방활용 검토 기반 강화
- (기반인프라) 민간연구기관과 ADD간 인력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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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역사적 사례 고찰과
우리의 발전과제
연구책임자 장진규
참여연구원 조현대, 송완흡, 김태경, 정윤성

선도적 혁신시스템 및 제도 설계

연구 목적

정책 대안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와는 다른 역사적

제국들의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들에 기반할 때, 우리는 다음과

·문화적 경험을 한 과거 제국들의 역사적 대형사례들을 오늘날의 기술

같은 점들을 발전과제로 삼아야 할 것임

혁신 및 국가혁신체계의 시각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발전

- 첫째, 제국들도 소국에서 시작하여 대국·제국이 되었음. 따라서
우리도 뿌리 깊은 소국 의식에서 탈피하여 대내외적으로 대국적·
개방적인 새로운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과제를 제시

- 둘째,새로운국가혁신체계를구축함에있어포용성·관용성·실용성이

주요 내용
제국·대국의 형성·발전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문헌들을 고찰하고
이러한 기존 문헌·연구들이 국가발전의 근본인 기술혁신을 중심에
두는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

근간이 되도록 해야 함
- 셋째, 실질적인 대국적·개방적·포용적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수 외국인 과학기술자 및 앙트레프레너들을 대거 국내
유치하고 그들에게 주요 직책·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들의 자녀
들이 한국에서 성장해서 한국인과의 결혼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함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국가혁신체계론에

- 넷째, 자국의 불리한 여건·도전(예컨대 저성장, 실업심화, 양극화,

대한 문헌들과 우리나라 국가혁신체계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

고령화, 저출산 등)을 극복대상임과 함께 새로운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이를 기반으로 역사적 제국사례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위한 토대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함

도출

- 다섯째,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서 경제적·사회적 잉여가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대표적인 역사적 제국들인 로마, 몽골, 네덜

기술혁신에 재투자되어 기술혁신이 촉진되는 기술혁신 선순환

란드, 영국의 사례들을 첫째 제국화의 기반이 된 기술혁신들은

고리를 만들어야 함. 이를 위해 기술혁신 순환 고리 상 취약부분인

무엇이 있었는지, 둘째 기술혁신의 토양이 된 문화와 제도들은 무엇

기술사업화 및 창업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

이었는지, 셋째 기술혁신의 주체들은 누구였으며 기술혁신을 위한
이들의 다이나믹스는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을 제시

- 여섯째, 해군보다 해적과 같은 과학기술자와 앙트레프레너를 육성
하고 존중하는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일곱째,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신성장산업 육성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 포용적 관점에서 사회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들 분야에 있어 규제개선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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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정책 기능 강화 방안

연구책임자 이민형

연구책임자 서지영

참여연구원 장병열, 이명화, 장필성, 김태경

참여연구원 이민형, 안형준, 김지선

연구 목적
정부출연연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과 다양화된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출연연의 역할제고 필요

- 시스템 종합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요소별 분석을 통해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분석

출연연 관리의 개별적 사안에 대한 문제개선을 넘어 출연연시스템에
출연연시스템 혁신방향과 주요 방안 제시

방안을 모색

정부연구기관의 역할과 시스템 특징
- 혁신시스템에서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정부 연구기관의 중요성을 넘어 분야별 혁신
시스템에서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제시
- 정부출연연구기관시스템의 특징과 목표 제시

출연연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 예산, 인력, 성과 등 일반 운영 현황 분석
- 주요 관리제도, 지배구조 등의 문제점 분석
- NTIS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의 수행
역할 분석

선진국 정부연구기관 정책 현황 분석
-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출연연정책 동향분석
- 독일 및 일본의 정부연구기관 체계와 운영 현황 분석

출연연시스템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 출연연시스템 진단을 위한 주요 부문별 분석과 출연연 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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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연구개발 기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출연연의 거버넌스 및 관행을 볼 때, 출연연의 기술정책기획은
예산, 인력활용, 운영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 및 연구회의

주요 내용

평가를 비교 분석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투자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무이행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들 및 그 연합체들의

- 출연연시스템 종합 진단과 구조적인 핵심문제 도출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전략적 혁신

연구 목적

출연연시스템 종합평가 및 진단

정책 대안

규범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 사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연구환경 적합성 제고를 위한 조직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자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지배구조 개선방안

문제의 구조적 요인 발굴
- 1) 기관 내부적 요인: 출연연 예산운용 자율성의 한계, PBS로 인한
기획과 연구자 연구수요 간 괴리, 기관장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경영과
기관장의 연구리더십 취약성, 기관 내부 협업에 대한 보상기제
부재 등
정부 종속성, 연구회 차원에서 출연연 전체의 동향분석 및 방향

본 연구는 이러한 예상 위에서 출연연이 실제로 기술정책기획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출연연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자원 활용이 협소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 2) 기관 외부적 요인: 연구회의 제한된 예산집행권 및 거버넌스의

출연연시스템 혁신방향과 원칙 제시
출연연 역할 제고 방안

- 또한 기관 내부의 인텔리전스 기능이 취약하여 기획과정에서 지식

제시 기능을 수행하는 기획조직의 부재 등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출연연의

정책 대안

‘전략적 기획 (Strategic Planning)’ 능력 제고 및 제도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기관차원의 개선방안

주요 내용
출연연의 현재 기술정책기획 업무 수행 행태 고찰
- ‘기관 전략 및 운영계획수립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요소’는
‘기관장 및 경영진의 경영방침’이며, 기관차원에서 수립된 계획의
현실적 이행은 기관장 교체와 기관장의 미흡한 연구리더십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작업구조상 전략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계 지식과 인문사회계

- 1) 기술정책기획 조직의 업무내용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관 총 예산의
일정 비율을 기획연구 예산으로 책정하여 안정적 업무환경을
조성(현재 2% 미만, 향후 2% 이상)
- 2) 기술정책기획 전담인력을 연구직으로 인정하고 기획연구 성과
평가 및 보상체계를 정비
- 3) 미래전망 및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다학제적 전문인력
활용이 용이한 조직구조 구축

연구회 차원의 개선방안

지식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구조(및 조직구조)를 확립하지

- 1) 연구회 차원의 “정책연구센터"(가칭)을 구축하고 출연연 전반을

못하고 있으며, 기획업무 담당자들이 정부 관료 및 기관경영 담당자

아우르는 연구활동/역량 분석 및 출연연 연구전략을 제시, 2) 연구회

들의 요청에 대응해야 한다는 암묵적 인식이 지배하고 있어 기획

차원의 정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업무는 독자적인 연구작업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운영능력을 갖춘 출연연이 운영, 3) 연구회 차원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 기획내용 및 과정에서는 방향과 목표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상향식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4) 분야별 정책연구자 및 이공계 연구자로

에만 의존하는 연구기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성과에 대한

구성된 연구회 차원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회의 정책연구

분석과 향후 전략/계획 수립으로의 피드백이 취약함

센터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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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시스템 진단과
혁신방안

11. 오픈사이언스를 통한 공공연구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책임자 박기범

연구책임자 신은정

참여연구원 양현채, 신은정, 서현정

참여연구원 안형준, 정일영, 우청원, 서현정

연구 목적
정부의 기초연구확대정책에 따른 대학 R&D 정책 방향 제시
- R&D가 인력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의 특성별 연구 환경의
차이 분석

정책 대안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 성격의 R&D와 창의적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연구의 성과와 과정을 디지털 포맷으로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R&D를 구분한 이중 지원 체계 설계 필요

공개하는 오픈사이언스가 확대되고 있음

- 고등교육재정지원은 기초연구사업의 안정성 트랙, 각 부처의 인력

- 대학 기대 역할 다변화에 부합하는 기초연구사업 및 대학 R&D
정책 방향 제언

연구 목적

양성사업 등을 통합 또는 연계하여 개인보다는 대학/학과 단위의
지원 추진

오픈사이언스를 통하여 공공연구의 성과가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오픈사이언스활동을정책적으로도장려하고있지만그효과에
관한 실증은 부족한 상황임

- 창의적 성과 목표 R&D는 교원의 역량보다는 연구거점으로서의

주요 내용
대학 R&D 지원은 총량 규모보다는 배분과 사업 방식의 문제에 기인
박사인력 노동시장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수급 불일치가 더욱 우려할
상황으로 연구개발 지원확대가 박사의 배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
- 매년 최소 2~4천명 규모가 박사 후 과정 등 비정규직에 적체

역량을 갖춘 대학에 선택과 집중 강화
- 기초연구사업의 수월성 트랙과 안정성 트랙은 분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우수대학의 대학원생 인건비 지원 중심의 BK21플러스사업은 대학
R&D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목적과 수요의 불일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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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초연구사업 확대에 따른
대학 R&D 정책 방향

정책 대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정책대안을 제시
- (과학적 성과 제고 방안) 연구논문 중심 오픈사이언스활동의 활성화
및 데이터기반 글로벌 연구협력 강화
- (사회적 성과 제고 방안) 연구성과의 사회·교육적 활용지원 및 대안적
평가지표 개발·활용
- (기술경제적 성과 제고 방안) 산학연 협력기반 오픈사이언스사업

이에 본 연구는 오픈사이언스를 통해 공공연구 효과성이 제고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관련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추진 및 오픈사이언스서비스업의 육성
- (오픈사이언스실천저변확대방안)국가차원의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출

이행체계 마련, 성과 공개 보상체계 강화 및 위험 경감조치 마련, 오픈

구체적으로 오픈액세스, 오픈데이터, 오픈콜라보레이션을 아우르는

사이언스 지원 조직, 사업, 인력 확충

오픈사이언스활동이 공공연구의 과학적·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
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지를 전국단위 연구자 설문조사와 5개
선도분야(천문연구, 극지연구, 지질연구, 입자물리학, 바이오의료
정보연구)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

수도권-지역, 대형-중소형 등 여건에 따라 R&D 여건은 큰 차이를
보이므로 대학 특성화에 부합하는 R&D 지원 정책 설계 필요

주요 내용

- 기초연구사업 및 대학 R&D 지원의 수요도 대학 여건에 따라 큰 차이
- 지역 및 중소형 대학은 ‘연구역량과 교육성과의 불일치’ 심화

국내에서도 오픈사이언스에 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오픈
액세스, 오픈데이터, 오픈콜라보레이션 관련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음
오픈사이언스활동을 통하여 공공연구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제고될
것이라는 연구자의 기대도 높은 편임
다만 설문조사 및 사례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오픈사이언스활동을
통하여 공공연구의 과학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제고되고 있으나
기술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인 상황임
오픈사이언스의 전략적 진흥을 통하여 현재의 과학적·사회적 성과
기여도를 제고하는 한편, 기술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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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기술인력
직무변화 추세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책임자 손수정
참여연구원 임채윤, 박찬수, 황석원, 김명순

연구책임자 엄미정
참여연구원 서지영, 조가원, 이원경, 박기범, 진설아

연구 목적
벤처생태계(초기기술의 인큐베이션(개발)을 통한 창업-성장-성숙)
활성화 관점에서 시장 주도의, 기술 중심의 기술금융 투자시장 확대를
모색
이를 위해 기술금융에 내재하고 있는 실제 시장실패 요인을 확인하고
기술금융의 시장실패 완화를 위한 최선의 공공금융 모델과 민간
중심의 기술금융 설계를 위해 필요한 기술금융 시장 환경을 제시

정책 대안
자산성 충돌의 완충장치
- 벤처캐피탈의 시장 중심 인센티브 정착

기술금융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 금융과 기술금융의 차이, 기술금융이 갖는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기술금융 분야에 존재하는 시장실패의 원인과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기술금융의 재역할은 무엇이며, 기술금융의
재역할 확립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등을 확인

한국의 기술인력 직무특성 파악과 최근 기술변화에 따른 직무변화를
전망하고 현재 지원책 분석을 통해 지원책 중 개선방향을 제안

-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기술투자

- 우리나라 기술인력의 양성 및 직무·경력체제의 특성 파악

- 기술보증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 우리나라 기업의 신기술 도입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전개될 신기술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 장기・참여형 기술투자 확대
- CVC 진입 유인을 위한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연구 목적

도입과 그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화를 전망
-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한 인적자원 정책 분석 및 기술인력 양성 및
재교육 관점에서 한계 분석

- 기술기반 금융파트너로서 은행 역할 확대

주요 내용

- 엔젤투자자 전문교육과정 설계
- 기업형 엑셀러레이터 활성화

우리나라 기술인력 직무·경력체제 특성
- 현재 우리나라 기술인력은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고 양성
에서 직무 . 경력에서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기술인력 관련 정책들은 과잉 대응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우려

으로 공급되는 공공의 비중, 그리고 다양한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 직무.경력에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가 정착되지

- 기술금융 생태계의 체질 개선,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장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요 모델들의 확인을 통해
국내 기술금융 모델로의 시사점 등을 도출

시장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 역할에 대한
방향 제시

상호 조정체계를 갖추지 않아 우려되는 상황
- 그동안 대학교육 및 직업능력개발제도, 자격제도의 개편방향은
기술인력의 양성 및 경력개발 측면에서 제약을 해소하지 못함

정책 대안

계속교육(CPD)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방안 도출

- 공공에 기반을 둔 직·간접 기술금융 개입 현황, 국내 기술금융 시장

시장 주도 기술금융의 모습에 대한 이해

동시에 수용하여 변화
- 새롭게 대두되는 신기술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술
분야별 역량수준별 인력양성 사업을 설계 .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 기술 중심 연계형 투자 확대

- 정책 부처에서도 상호 조정을 위한 체계가 없어, 각 부처에서 쏟아지는

-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 기술금융 모델을 확인

아니라 글로벌 경쟁 하에서 혁신역량의 제고 등 다양한 변화요구를

- 기술인력이 전문직으로 사회적 위상을 점하고, 전문성 유지를 위한

기술의 불확실성 완화

시장실패 완화를 위해 개입하는 공공 기술금융의 모습에 대한 이해

각 모델이 갖는 기여를 확인

- 최근 기업 현장의 기술인력의 직무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뿐만

않아 한국에서 기술인력은 전문직으로서의 직위를 가지지 못함
- 기술인력의 양성과 직무 . 경력체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도 취약
- 결론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기술변화 상황에서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재직 중인 기술인력이 지속적인 직무변화에
대응하여 자기발전을 위해 필요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기술변화에 따른 기술인력 직무변화 전망

기술변화 및 혁신시스템 고도화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술직’
개념 정립 및 육성체제 구축
- 과제 1: 기술인력 직무.경력 연구 확대 및 직능수준별 기술직 체계
정립
. 기술인력 연구 확대
. 직능수준별 전체 기술인력 표준용어 정립 및 정책 적용체제 구축
- 과제 2: ‘전문기술직’ 육성체계 및 거버넌스 설계
. ‘전문기술직’ 거버넌스 설계
. ‘전문기술직’ 육성체계 정비
- 과제 3: 기술자격제도 개편
. 기술자격제도 개편 및 관련 법 정비
. 기술인력 관련 사업 정비
- 과제 4: 전문기술직 관련 제도 정비
. 직업능력개발제도 개편
. 기술인력 포함 개별법력 정비

- 기존 기술인력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업무 수행, 새로운 기기에 대한
습득 등의 직무변화가 요구되며, 새롭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기술인력의 수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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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선도적 혁신시스템 및 제도 설계

12. 기술금융의 역할과 효율화 방안

15. 정부 R&D 시스템상 경쟁과 제한효과에
대한 제도적 재해석 및 대응방안

연구책임자 정기철

연구책임자 양현채

참여연구원 장훈, 최이중, 하리다

참여연구원 성경모, 신은정, 김영린

연구 목적
‘특정대상 지원형’ R&D 사업에 대한 예타 적용 방안 모색
본 연구는 ‘특정 대상 지원형’ R&D 사업 특성이 예타에 적절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현재 예타 평가항목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예타 평가
항목의 개선과 보완 방안을 도출

정책 대안
‘특정 대상 지원형’ R&D 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항목 개선방안
- ‘특정 대상 지원형’R&D 사업에 대한 예타 보고서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R&D 예타 수행 세부지침의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경제적

‘특정 대상 지원형’ R&D 사업에 대한 예타 적용 한계점 분석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절차 마련

반영하고, 사업기획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면서 불필요한 평가

본 연구는 정부 R&D 시스템에서의 경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

경쟁정책이 연구과제, 연구자, 연구기관 등 어떤 층위 혹은 연구

항목을 개선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

및 진단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

수행주체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시장기반 분석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비시장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분석

방법론 개발이 필요

예타 평가항목을 적용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정리
- 과학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 분석

정책 대안

적합한 경쟁 체제의 운용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R&D 예타 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R&D 사업유형을

- 비용편익분석 등의 적용이 어려운 일부 R&D 사업 유형에 대하여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특정 대상 지원형’ R&D 사업에 현재 R&D

혁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 R&D 시스템에

정부 R&D 시스템 경쟁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검토

하는 계층 항목의 구조와 평가 질문 등을 바탕으로 현재 R&D 예타

사업에 대한 KISTEP의 예타 보고서 사례를 분석

위한 개선 방안 제시

그러나 시스템 전반에서 경쟁 수준을 진단하고, 경쟁 조정을 판단할

- 「R&D 예타 수행 총괄지침」, 「R&D 예타 수행 세부지침」 등에서 제시

- ‘특정 대상 지원형’ R&D 사업을 정의하고, 동 유형에 해당되는 R&D

경쟁은 정부 R&D 시스템을 구성하는 제도의 핵심 요소

정부 R&D 시스템에서의 경쟁 체제 운용 현황 파악 및 효과적 운용을

타당성 평가항목을 동 사업 유형에 적합하게 해석

후속 연구 제언

주요 내용

연구 목적

- 화폐가치화가 어려운 직접적 효과에 기초하여 사업 대안을 비교하는
비용효과분석은 표준절차와 세부방법론을 지침 등으로 정립 필요

경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안정 체제에 대한 구상 필요

주요 내용
R&D 시스템에서 경쟁의 역할과 영향: 개념적 이해

경쟁 체제의 기본 전제 조건인 공정성, 투명성, 유연성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도록 환경을 정비할 필요

- 경쟁의 필요성과 역할, 연구자원 획득과 성과창출 단계에서 경쟁
등을 정리
- 경쟁 수준(강도)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경쟁의 순기능과 역기능
-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스템 구조적 요인과 연구자 행태로
구분

현재 R&D 예타 수행 세부지침에서 ‘특정대상 지원형’ R&D 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는

정부 R&D 시스템에서 경쟁 체제 운용

것이 좋은지 등 평가주안점을 제시

- 우리나라 정부 R&D 시스템 내 경쟁 체제의 변화를 정리

- 구체적으로, 1계층 항목인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하위 평가항목인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과학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존

정부 R&D 시스템에서 경쟁 현황 진단

사업과의 중복성’의 평가주안점을 제시

- 경쟁현황을 구조적 관점과 행태적 관점으로 구분한 진단 틀 마련
. 구조적관점은연구비지원을중심으로시스템구성요소에서파악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항목 분석
- 현재 경제적 타당성 세부 분석방법론 관련, ‘특정 대상 지원형’ R&D
사업에 대한 적용을 위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이슈를 제시
- 구체적으로 ‘비용 추정’, ‘편익 추정’ 관련 이슈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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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R&D 시스템 경쟁을 조정하는 제도와 규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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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경쟁 현황을 의미
. 행태적 관점에서는 연구수행주체인 연구자들이 정부 R&D 시스템
에서 경험하는 경쟁 현황
- 진단 틀에 기초하여 연구비 경쟁에서 경쟁현황을 시험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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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정 대상 지원형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적용 개선방안

17. 연구진실성 제고를 위한 사례조사 연구
연구책임자 홍성주
참여연구원 이명화, 이다은

연구책임자 장병열
참여연구원 이민형

연구 목적
글로벌 주요 국가의 서비스 R&D 투자와 정책을 분석하고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

하고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해,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 생산성 2.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정책 대안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분석
- 글로벌 주요 국가의 서비스 R&D 투자 분석과정을 통해서 주요 국가별
- 글로벌 주요 국가별로 주요 서비스 R&D 정책을 조사
- 서비스 R&D 투자 방향과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

연구진실성 이슈에 관한 국내외 사례 조사, 과학기술에서의 사기
사건에 대한 상세 조사 등을 통해 연구진실성에 관한 과학기술계의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국내 과학계의 연구진실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문제를 제기
하고 이를 해결할 의제를 생성

- 연구개발 시스템 내부에서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연구 자율성
확보의 근거로 삼으며, 외부 간섭을 줄여가는 정부의 리더십과

동료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진실성 가이드라인 강화
- 현행 평가제도 운영 시 연구진실성 검토 부문을 강화하는 방안

- 글로벌 서비스 R&D 투자 비율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 R&D

주요 내용

투자확대
- 서비스 R&D 투자확대 모델과 분류체계 개편

주요 내용

사회 속의 과학 관점의 연구진실성 정책 수립

조정자 역할이 필요

이해를 제고

- 글로벌 주요 국가의 서비스 R&D 투자를 분석하기 위해 OECD

서비스 R&D 투자 현황을 비교하고 특징을 비교 . 분석

연구 목적

- 일본은 미래투자전략을 통해 금융, 중소 서비스, 관광 등을 집중 육성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서비스 R&D 기반 구축

주요국 연구진실성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미국, 독일, 호주의 연구진실성 개념, 법제도, 거버넌스 및 행정절차에
대한 조사분석

글로벌 서비스 R&D 투자 분석
- 2015년 기준 OECD 국가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에서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44.7%였음. 이는 1998년 22.6%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수치
- 이에 반해, 한국 민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98년 약 12%대에서
(’98년 11.96%, ‘01년 12.69%)에서 ’15년 8%로 약 1/3이 감소

글로벌 서비스 R&D 투자 유형 및 특징
- OECD 국가 중 서비스 R&D 투자 비중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
- OECD 주요 국가를 지역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
- 제조업 중심 국가 중 독일, 일본은 서비스 R&D 투자가 증가하나,
한국만 감소

우리나라 연구진실성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학교,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
윤리 정책의 주무 기관 중심으로 연구진실성 정책 및 집행 현황을
조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국내외 사례 심층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미국, 유럽, 일본 및 국내에서 발생했던 연구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심층조사
- 연구부정행위 사례로부터 정책적 시사점 산출 및 예방 정책으로서
연구진실성 정책 강화의 합리성 도출

연구진실성 정책 설계를 위한 제언 생성

글로벌 서비스 R&D 정책
- 영국은 산업전략을 통해 차세대 서비스사업 등을 신설
- 독일은 서비스 R&D 투자와 인프라 미흡을 지적하고 스마트 서비스
월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후 스마트 서비스 월드 II 사업을 시작

정책 대안
자율성 확대를 위한 ‘책임있는 연구정책’ 이슈 형성 및 확산
- 연구문화 혁신 차원에서 과학기술계 및 인문사회계가 공동의 캠페인
형태로 ‘책임있는 연구 규범(안)’ 운동을 전개하기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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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글로벌 서비스 R&D 정책 이슈분석과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

19.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2차년도)

연구책임자 하태정
참여연구원 박찬수, 선인경, 최이중, 배용호, 이종혁

연구책임자 이광호, 박찬수
참여연구원 김석관, 조용래, 김명순, 목은지, 박현준

연구 목적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을 위한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현안대응형 TFT 운영을 통한 적시적 정책연구 수요 대응

주요 내용

-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과제
. 일본의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사례 분석
. 한국 과학기술정책 기조 전환을 위한 대안 제시
-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과제
.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 발전 과정 및 국내외 기술 . 산업 동향 분석
. 우주항공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정책 대안

- 디지털 전환시대 기술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도전과제 도출
도출

과학기술정책 핵심 의제별 진단 및 대안 제시
-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방향과 추진경과 분석
. 혁신성장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의제 제안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과제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공지능, 블록체인, 정밀의료)의 현황 및
특성 파악
. “선(先)-기술개발, 후(後)-규제/정책” 패러다임의 한계에 따른 대안
제시
-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과제
.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노력 및 성과 분석
.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구조 고도화에 있어 개선효과가 큰 세 가지
세부 쟁점 선별, 논의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과제
. 서비스 혁신 및 서비스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대안 제시
. 신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제시

기술규제 핵심의제 발굴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혁신과 규제와의 관계’ 규명이라는 기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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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의 한계 : 규제 완화 분석 배제, 기업위주의 직접 비용·편익
분석, 조항별 단위 분석, 기술규제 특수성 반영 미흡

규제 분야에서 ‘기술-산업-인프라’ 부문별 선도적 의제발굴과 의제별

사례연구 1 : DTC 유전자검사(기술규제 완화)

체계적 대응방안 제시

사례연구 2 : 화장품 나노물질 표시제(기술규제 강화)

정책 대안

기술규제 분야 사전타당성 분석체계 개선방안 마련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구체적·실무적 개선

- 기술규제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스템연구, 방법론 개발, 다학제적

강화,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리빙랩 도입, 과학기술

주요 내용

지방분권화 추진 및 인공지능 기반 교육혁신 모델 개발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전환과 과학기술정책 의제) 민첩한 거버넌스
관점의 과학기술정책 설계 필요, 정책랩 도입으로 기술과 정책의
공동설계 개념 적용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고도화)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개선, 공공 .
민간 연구기관 공정경쟁 및 협력체제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도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신성장동력 창출) 서비스 R&D 투자강화 및 세제혜택 확대, 신기술의
제조업 접목을 위한 디지털전환 기술에 대한 정부 주도 연구개발
투자 필요
(안전사회 구축) 안전을 고려한 연구개발 정책 수립, 안전지수 조사
실시, 슈퍼 컴퓨터 기반의 재난관리로 재난 피해 최소화

[제1권]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학술분야)

방안 제시

(혁신성장전략)혁신성장거버넌스조직체계개선,기술규제거버넌스

[제1권]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학술분야)
- 기술규제 정책수립에 있어 기반이 되는 학술연구 흐름을 파악하여
연구주제 발전 방향성 예측에 활용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수행

[기술부문] 블록체인 규제이슈 및 대응방안
- 블록체인에 대한 접근관점이 범용기술 및 파괴적 혁신을 위한
인프라기술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호운용성 표준
및 아키텍처 표준 정립 필요

[산업부문] 신산업 진입규제의 작동패턴과 개선과제 : O2O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확대필요

[기술부문] 블록체인 규제이슈 및 대응방안
- 정부·민간 차원의 역할구분, 암호화폐 법적정의 명확화, 개인정보 규제
대응, ICO 규제유연화 등

[산업부문] 신산업 진입규제의 작동패턴과 개선과제 : O2O를
중심으로
- 소비자편익 최우선 원칙정립, 입법 환경·조건 변화여부 분석, 사전적
파급효과 분석 등

[인프라부문] 기술규제 인프라 고도화방안 : 시험인증기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공공성과 민간기능의 분리, 국내 시험인증기관 경쟁력 확보, 공공영역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제2권] 기술규제 사전타당성 분석체계 구축방안

- O2O 분야 5가지 사례에 대해 규제이슈 발생조건, 규제쟁점 유형,

- 규제개혁위원회 내 기술규제 분과신설과 심의기능 강화, 다차원·

(우주항공) 우주항공 핵심 원천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신산업

규제이슈 해소과정, 규제이슈 해소결과, 주요 고려사항 등을 유형화

다기준 관점 경제성 분석으로 파급효과 예측 신뢰성 제고, 기술규제 사전

육성, 우주항공 융합기술산업 생태계 조성

및 분석

[인프라부문] 기술규제 인프라 고도화방안 : 시험인증기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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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기술규제 사전타당성 분석체계 구축방안

- ‘정부 규제개혁의 한계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문제점 및 원인 진단, 주요 정책과제 도출
- 국정운영 기조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및 혁신전략 변화과제

연구 목적

타당성 분석 시 체크리스트 활용
- 분석수준 차등화와 규제인프라 고도화로 행정효율성 제고, 기술규제
사후영향평가 제도 신설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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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선도적 혁신시스템 및 제도 설계

18. 과학기술 정책현안 분석 및 의제 발굴

20.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
(4차년도)
연구책임자 송위진, 홍성민
참여연구원 성지은, 김수은, 한규영, 이유나, 박희제, 정병걸, 임홍탁

미래유망기술 발전전략 제시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시스템 전환론의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재구성을

(제3부: 좌담회) 사회혁신과 리빙랩 좌담회
- 대학혁신과 리빙랩
- 사회적 경제와 지역혁신

지향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sustainability
transition) 관점에서 산업혁신정책, 지역혁신정책, 공공연구개발
정책, 시민사회 정책 등 혁신정책의 주요 요소들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민생활연구의 현황과 과제
- 지역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과제
- 현장 연구자가 본 리빙랩
- 리빙랩 플랫폼 좌담회
- 지역혁신과 리빙랩 코디네이터

- 4차년도 과제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계획

등장하고 있는 공공연구개발 시스템 전환의 맹아를 정리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1부). 이와 함께 사회
문제 해결형 R&D와 사회혁신에 대한 현안 이슈를 분석(2부). 3부
에서는 좌담회를 통해 사회혁신과 리빙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정책 대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연구개발 비전 형성과 거버넌스 구축

청취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중간조직인 ‘혁신 플랫폼’ 구축과 참여

주요 내용
(제1부: 정책연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본
공공연구기관의 발전 방안
-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례분석
- 대학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례분석
- 출연(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현황과 과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
- 대학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현황과 과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
- 정책 방향

(제2부: 현안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사회혁신 현안 연구
-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을 보는 세 개의 관점
-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의 동향과 전망
- 전환적 사회혁신론과 한국의 사회혁신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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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가치 창출형 공공연구개발 활성화
사회적 가치지향 공공연구조직과 네트워크 형성

: 국가 인공지능 R&D 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2. 2018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2018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미래유망기술 발전전략 제시

21.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

: 로봇 . 3D 프린팅 . 드론

연구책임자 양희태
참여연구원 최병삼, 이제영, 장훈, 백서인, 김단비

연구책임자 박환일, 송치웅
참여연구원 백서인, 손은정, 최해옥, 홍성범

연구 목적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도 및 성숙도, 시장 수용성을 고려한 국가 인공
지능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방향성 제시

- 인공지능 관련 기초과학 연구개발 지원 확대
- 공학·인문학 융합교육 과정 신설

인공지능 기반 국가 주력산업 고도화를 국가 전략화

주요 내용
인공지능 기술 리뷰 및 중요도/성숙도 분석
- 인공지능 기술 동향 분석 및 분류체계(안) 수립
- 인공지능 기술 중요도/성숙도 분석

인공지능 기업 생태계 및 경쟁력 분석
- 주요 기업 연구개발 및 제품/서비스 동향 분석
- 주요 기업 경쟁력 분석

-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사용자 경험 사이클 수립
- 소비자 pain point 수준 및 기술적 대응방안 분석

인공지능 관련 혁신정책 개선 방안 제안
- 국내 인공지능 R&D 전략 및 사업 동향 분석
- 해외 주요국 인공지능 전략 분석
- 우리나라 인공지능 혁신정책 개선 방향 제시

정책 대안
신호 인식/분석 연구개발 투자 규모 및 범위 확대
- 전문가 수준의 한국어 자연어 처리기술 개발
- 생체 인식/분석 분야 대형 국가 연구개발과제 추진

양질의 데이터셋 구축 및 공유 확대
- 주요 산업별 표준 데이터셋 구축
- 민간 데이터 개방 지원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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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 유망 B2B 분야인 인공지능 센서의 국가 과제화

중국의 로봇, 3D 프린팅, 드론분야에서 기술·산업 혁신경쟁력에 대한
심층 분석
중국의 로봇, 3D 프린팅, 드론분야 정책 및 문헌 조사를 통한 중국

기술 지형 변화 관찰 및 협력방안 수립

주요 내용

개방형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인재 이탈 방지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 조기 법제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

윤리·안전성 강화 가이드라인 및 책임 법제 마련
- 윤리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제도 마련

- 중국의 주요 연구중심 대학, 정부 출연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동향
조사
- 드론 기술·산업 발전의 경제·사회적 영향분석과 한중 협력 전략 도출

- 응용 분야 연구개발의 민간 주도 체계 확립

- 우수 인력 국내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 드론의 핵심 기술 및 부품 경쟁력, 기업 및 산업 동향 조사 및 모니
- 드론의 주요 도입 분야 (유통, 군사 및 기타 서비스 산업) 모니터링

- 원천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국가 이니셔티브로 추진

(retention) 방안 수립

전략 도출

터링

정책 동향 모니터링
중국, 미국의 로봇, 3D 프린팅, 드론분야 특허 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하향식 원천·기초 연구개발과 상향식 응용 연구개발의 조화

- 3D 프린팅 기술·산업 발전의 경제·사회적 영향분석과 한중 협력

중국 드론의 기술·산업 혁신 경쟁력 분석

- (S/W) 주요 산업별 특화 스마트팩토리 표준 플랫폼 개발

- 글로벌 인공지능 연구 네트워크 구축

핵심 응용분야 별 인공지능 활용 시나리오 분석

연구 목적

기초학문 연구 범위 확대 및 교육 강화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문건 분석
- 중앙 정부 정책: ‘제13차 5개년 규획’, ‘제조 강국 2025’, ‘인터넷 +’

정책 대안
신산업 육성 친화적 기술·산업·사회 환경 조성

등 주요 정책 분석
- 분야별 정책: ‘로봇산업 발전규획’, ‘3D 프린팅 산업발전 행동계획,
‘민용무인기 제조업발전촉진과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등 분야별
대표 정책 분석
- 지역별 정책: 중국의 주요 지역별 로봇, 3D 프린팅, 드론 정책 분석

중국형 혁신의 실체 파악 및 대중국 기술 전략 수립
중국의 중앙·지역 정책 변화 예측 및 대중국 지역 전략 수립
분야별 특화 R&D 전략 수립 및 관련 규제 완화

중국 로봇의 기술·산업 혁신 경쟁력 분석
- 로봇산업의 핵심 기술 및 부품 경쟁력, 기업 및 산업 동향 조사·분석
- 로봇 도입 분야(생산, 서비스, 전문 서비스, 특수 목적) 모니터링
- 중국의 주요 연구중심 대학, 정부 출연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동향
조사
- 로봇 기술·산업 발전의 경제·사회적 영향분석과 한중 협력 전략 도출

중국 3D 프린팅의 기술·산업 혁신 경쟁력 분석
- 3D 프린팅 핵심 기술 및 부품 경쟁력, 기업 및 산업 동향 조사·분석
- 3D 프린팅 도입 분야(생산, 우주항공, 건설 등) 모니터링
- 중국의 주요 연구중심 대학, 정부 출연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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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8차년도)

연구책임자 배용호

연구책임자 정일영, 김석관, 김승현

참여연구원 양현채, 진설아, 박성원

참여연구원 정기철, 김가은, 김지연, 이유현, 박수영, 신예린, 조용범, 신춘봉

연구 목적
선도 연구자의 연구 이력을 분석하여 이머징 기술이 발아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고 국내 연구 환경과 비교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연구 목적

Technology) 정책, 영국의 Emerging & Enabling 기술 지원, R&D
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지원 방안 등
- 창의적 연구 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지원제도: 미국의 NSF와 NIH의

2018년도 연구는 최근 헬스케어 분야에서 주목받는 유전체분석,
면역항암제, 인공지능(AI) 의료활용 등 3개 분야 심층 분석을 수행

연구 지원 제도와 국내 한국연구재단(NRF)의 연구지원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의 연구이력을 분석해 이들이
어떤 사회 구조와 연구 환경에서 이머징 기술을 발전시켰는지 분석

글로벌 차원에서 현재 주요 기업 사례, 시장 및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선도 한국인 과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선도 연구자 분석
- 사례연구 분석 대상: 나노소재 그래핀, 유전자가위, 3D 반도체

이를 통해 신기술의 발아 및 발전의 환경적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국내
연구 환경과 비교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본 연구는 이머징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머징 기술을 연구하는 선도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 이머징 이슈의 개념, 이머징 기술의 개념 및 특징, 이머징 기술의 발전
과정 및 영향 요인, 이머징 기술 탐색 방법과 이머징 기술 사례
탐색
- 선도 연구자의 개념 및 특징, 선도 연구자와 이머징 기술과의 관계
및 국내 선도 연구자 풀 분석
-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조직적,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요인
정리
- 연구자의 연구 경력 계발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내적 및 외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이를 이머징 기술의 발전과정과
연관짓는 분석의 틀 제시

이머징 기술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검토
- 이머징 기술 발굴과 관련한 정책 동향: 미국 ARPA의 FUSE 프로그램

필요한 전략 및 정책 지원이 무엇인지를 모색

- 관련 기술 동향, 국내 지원 동향, 논문 분석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

- 요약 및 시사점 정리

유전체 분석 분야의 현황과 발전방안

정책 대안
연구비 지원방식의 개선
- 전체 연구비의 일정 부분 새로운 주제에 할당
- 과제 중심이 아닌 연구자 중심의 배분제도
-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원방식의 도입 등

연구비 지원의 다양화
- 박사 후 과정의 해외 연구 활성화 및 지원 확대
- 최신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한 대학원생 해외연수 및 학회 참여 경비
확대

정책 대안
유전체 분석 분야의 현황과 발전방안
- 국내 유전체 데이터 확보 방안
- 규제 접근방식의 근본적 전환과 심사과정의 다양화
- 유전체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개선과 전문인력양성
- 실효성 있는 동의서 개발과 경제적 이익창출에 대한 개념의 변화

면역항암제 개발 동향과 시사점

하는 선도 연구자 분석을 수행

연구자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주요 내용

국내 현황을 진단해, 최종적으로 국내 산업이 시장 기회를 찾기 위해

2018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미래유망기술 발전전략 제시

23. 선도 연구자 분석을 통한
이머징 기술의 발아 및 발전 조건 연구

- 유전체 분석 기술의 진화와 유전정보 특징 분석
- 국내외 유전체 분석 산업의 현황 및 동향 비교
시퀀싱 분석장비, 임상진단, 건강관리 및 융합분야 등
- 임상진단용(NGS)과 건강관리용(DTC) 유전체분석 분야 심층 분석
및 제도적 이슈 도출
-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면역항암제 개발 동향과 시사점
- 항암 면역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면역항암제의 가능성 분석

- 바이오 혁신 정책에 대한 시사점
기초연구 및 중개연구의 중요성
병원의 연구 역량과 임상연구의 중요성
기초연구 사업화 생태계의 중요성
- 면역항암제 개발 방향에 대한 시사점

인공지능기술의 의료활용 현황과 시사점
- 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표준화를 위한 정책 개발
- AI 기술 적용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병원의 설립
- AI 기반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보완
- 의료 및 공학 분야의 AI 의료 교육 커리큘럼 마련 및 시행
- 장기적인 AI 제도의 방향성 정립

- 면역관문 조절제와 CAR-T 치료제의 기본적 이해 및 현황 분석
- 국내외 개발 및 기업 동향 분석

- 스타트업 연구비(신임교원 정착비)의 확대 및 활성화 등

인공지능기술의 의료활용 현황과 시사점
- 의료분야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국내외 기업사례와 정책현황 분석
주요 5개 분야(신약개발, 정밀의료 및 수술, 보조, 프로레스 효율화,
이미징 및 진단)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및 기업 사례를 제시
- 인공지능의 의료활용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 이머징 기술 지원 정책 동향: EU의 FET(Future and E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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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Ⅹ
연구책임자 최병삼, 홍성민
참여연구원 양희태, 이제영, 장필성, 정일영, 장훈, 백서인, 서지영, 우청원,
박병원, 진설아, 이예원, 이세민, 윤정현, 정다예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발전전략

연구 목적
기술, 산업 글로벌 트렌드 분석과 미래연구 방법론,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이 직면할 미래 전망, 중장기 전략의 방향성 제시

제6장 ‘모델링 기반 미래예측’: 행위자 기반 모형(ABM)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
- AI, 로봇 등 디지털/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연구/개발직, 기획/관리
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고, 국내 관점에서는 글로벌 기업

주요 내용

과의 경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더 중요하며 정부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제시

제2장 ‘과학기술의 미래전망’: 딥러닝,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 유망

정책 대안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틀을 수립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이슈를
도출
- 기술/공급 측면과 사회/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 시스템, 생태계
레벨로 쟁점을 파악하고 잠재력과 장점, 한계와 단점에 대해 차례로
답변하고 분석

과학기술 분야와 정책 분야 간 교류 활성화기술 및 정책 전문가 간의
유망기술 토론의 장 활성화
- STEPI가 기업, 대학, 과학기술연구회에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대학,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있는 정책 전문가들, 과학

제3장 ‘넥스트 산업혁명 탐색’: 차기 산업혁명은 과연 도래할 것인가,

기술정책의 수요자이자 주체인 대중 간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그 성격은 무엇인가, 이를 미래사회의 트렌드/니즈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
- 2030~2050년 넥스트 산업혁명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후보기술로는 바이오헬스케어와 소재가 유망하며 고령화, 소득
증가, 환경오염 등이 그 배경

제4장 ‘미래사회 리스크 전망’: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
으로 ‘와일드카드’ 또는 ‘X이벤트’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를 전망
- 미래이슈카드 워크숍 개최, 전문 DB 검색, 브레인스토밍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인터넷 단절,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고장’, ‘기후변화 난민의
확산’, ‘인공지능 알고리즘 블랙박스’ 등의 리스크를 도출

제5장 ‘기술영향평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기술영향

민간 전문가 주도의 중장기 유망기술 조사 정례화
-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과 비관적인 관점의 균형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유망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목표
수립
- 탐색 기능으로 잠재력 있는 기술을 놓치지 않고 분석 및 검증 기능
으로 사회적인 기대나 대응 수준을 적절히 관리

기술별 목표시장에 대한 규제 유예 및 소규모 사업화 추진, 사업
결과에 따라 규제 최적화
- 스타트업에게 린스타트업, 스몰베팅 스케일업을 주문하는 것과 같이
신기술 활용도 초기 목표시장을 “작고 구체적으로” 선정

평가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쓰임새 있는 기술영향평가”가 되기 위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미래 전망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방안을 제시

- 미래의 기회와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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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디지털 전환시대 과학기술혁신공간
발전방안

: 여객·운송분야 모빌리티서비스를 중심으로

2018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발전전략

26.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생태계 변화 전망

: 혁신기업의 공간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승현
참여연구원 이제영, 김만진, 김단비

연구책임자 정미애, 김형주

참여연구원 장필성, 김만진, 김지은

연구 목적
모빌리티 분야의 영역을 정의하고 기존 생태계 구성과 변화 진단을
통해 해당 분야 혁신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연구 목적

- 셋째, 생태계로의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는 해외 국가 및 도시의
사례를 참조로 ‘제도’, ‘운영’, ‘노동’, ‘안전’의 4개 유형 총 11가지 갈등
이슈가 도출되었음

디지털 전환시대 한국 과학기술혁신의 공간 전략을 제시
- 디지털 전환시대 과학기술혁신공간의 변화 방향을 검토하고

부분을 모색

이 방향에서 국내 관련 정책과 혁신공간 현황을 진단·분석

주요 내용
기술적인 관점에서 디지털전환의 특징을 살펴보고, 모빌리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의 특징을 검토

정책 대안

접근 사례를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혁신공간 접근 방안을 제시

주요 내용

- Topic 1-2. 신규서비스 시범사업의 도입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갈등 사례 분석을 통해 ‘주체’-‘갈등유형’‘정책이슈’ 관점에서 정책이슈 도출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의 서비스인식과 의견을 취합하여 정책

- Topic 1-4. 전국 택시사업자 지분중심의 플랫폼 육성

(2) 서비스 운영 이슈 및 정책수단 제언
- Topic 2-2. 신규서비스 운전기사 소득세 및 사용자 이용세 징수
- Topic 2-3. 신규서비스의 교통혼잡 유발 유효성 검증

(3) 노동 이슈 및 정책수단 제언

도출된 정책이슈를 토대로 대안으로서의 정책수단과 방식에 대해

- Topic 3-2. 신규서비스의 운전자 고용 규제

제안

- Topic 3-3. 신규서비스의 운전자 복지제도 신설 및 노사문제 조정
제도 마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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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 이슈 및 정책수단 제언

택시와 라이드쉐어링, 카풀 등은 동일범주의 서비스로 보는 것이

- Topic 4-1. 운행요금의 불확정성 해소

바람직함

- Topic 4-2. 신규서비스 운전자 라이선스 제도 도입

구성되어 있음

043

- 단계별 조성과 탄력적 운영 지원

- 글로벌 대도시/광역시/중소도시의 차별적 접근
- 지방정부의 혁신공간 기획 및 운영 역량 강화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연구개발, 산업 사회 측면 변화와 공간에 대한
- 디지털 전환시대 과학기술혁신공간의 의의와 방향성을 제시

지역혁신 데이터 확충 및 연계 구축 방안
- 시군구단위 지역 통계 확충
- 지역혁신 관련 데이터의 연계 지원

과학기술혁신공간 관련 정책 동향 진단
- 산업입지, 연구개발 입지, 벤처 및 창업 입지 정책과 관련 제도의 변화
방향을 정리하고 해당 제도에 따른 공간의 지리정보를 정리·분석

- Topic 3-1. 택시운전자 규제 완화

- 둘째, 모빌리티 혁신생태계는 사업자, 운전자, 사용자, 정부의 4주체로

- 혁신공간 디자이너 관점을 통한 공간 변화 조망 및 조율

- Topic 2-1. 하이브리드 요금제의 검토

이슈에 반영

- 첫째, 여객운송분야 모빌리티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속성상, 기존의

- 광역권 차원의 혁신공간 기획·설계·운영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변화와 과학기술혁신공간
영향을 검토

생태계 4대 주체 관점에서의 분석을 수행

전환

도시별 혁신공간 차별화 전략

- Topic 1-1. 신규서비스의 법적 존립 근거 마련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여객 및 운송분야 모빌리티를 재정의
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시장(사업자), 정부, 사용자 및 운전자라는

전략 없는 균형·분산 접근에서 대도시권 집중 혁신공간 전략으로

(1) 제도 이슈 및 정책수단 제언

- Topic 1-3. 택시업 지원을 위한 산업변동 기금 조성

기존의 여객운송분야 가치사슬과 신규 유입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 디지털 전환시대 변화 방향에 맞는 과학기술혁신의 선도적 공간

정책 대안

- Topic 4-3. 승객 안전을 위한 H/W 또는 S/W 설치
- Topic 4-4. 신규서비스의 운전 보험구간 확대

혁신기업의 공간분포 분석
- 혁신기업 주소지 정보 및 공간 정보 데이터 구축하여 입지적 특성을
분석
- 혁신기업 본사 이동이나 연구소 기능의 지리적 분화에 대해 분석
하여 혁신기업 입지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제고

과학기술혁신 공간에 대한 사례 연구
- 대도시 사례로 바이오혁신의 대표적 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 지역과
차세대 혁신공간으로 기획된 서울의 마곡지구를 살펴봄
- 중소도시 사례로 스타트업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 볼더와
최근 청년층에 각광받는 창업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주 사례를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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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견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주량

연구책임자 박찬수

참여연구원 추수진, 임영훈, 박동배, 심성철, 김가은

참여연구원 손수정, 오승환, 강민지, 여영준

연구 목적
스마트농업 기술이 농업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현장에 착근
되기 위한 접근의 주안점, 중장기 정책대안 및 실행프로그램 제시

주요 내용
한국농업의 차세대 혁신수단으로서 스마트농업이 갖는 의미
스마트농업의 개념, 의미, 해외사례 및 동향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보급, 확산정책 현황 분석
- (스마트팜기술개발정책)정부부처및산업계의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정책 대안
스마트농업 정책대상의 재설정

연구 목적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중견기업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

- 스마트농업 대상작목의 확대(벼농사 분야의 기술 도입)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연성과 속도’를 지닌 기업이 글로벌

-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주체의 확대(대북농업협력 대응)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르고 역량 있는 중견기업군의

스마트농업 정책도구의 재정비
- 기술보급확산체계의 혁신(전문컨설턴트 육성 및 활용)
- 스마트농업 집적단지 조성(스마트팜 혁신밸리 활용)

스마트농업 정책협업 개선

역할이 중요

등의 정책현황 및 특징 분석

고용 유연성 등 경영 관련 규제가 중견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중견기업 성장유형 구분 및 유형별 성장요인 사례분석
- 중견기업 생산성 분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견기업군 유형화

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중견기업 혁신 분석, 성장요인 사례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중견기업 정책시사점을 도출

(3그룹)후, 그룹별 성장요인 가설 설정
- 중견기업 혁신·성장 유형별 성공요인 분석(4개 기업 사례조사)
· 그룹 [1] : 기술혁신, 기술추격, 시장/협력 전략
· 그룹 [2] : 기술추격, 구조조정

-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 강화(농업 빅데이터의 체계적 구축)

주요 내용

- 스마트농업 후방산업 육성(범부처 차원의 지원)

현황에 대한 유형 및 특징 분석
- (스마트팜 보급확산 정책) 스마트팜 확산사업 및 전문인력양성사업

·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유사한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 그룹 [3] : (1) 해외시장 진출, 공장자동화, (2) 공정/장치 혁신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 시사점 도출

국내외 중견기업 정책동향 조사
- 국내 중견기업 육성시책 현황 조사

정책 대안

· 중견기업 육성시책 현황 및 시사점 도출 : 높은 공감, 중간 기대감,

스마트농업 관련정책의 성과 및 한계 분석
- (성과) 스마트농업 투입(투입예산, 집행률 등) 및 산출 성과(기술개발,
보급확산, 경제적 성과 등)
- (한계) 스마트농업 정책대상, 정책도구, 정책협업 측면의 한계점 도출

낮은 체감도
- 시기별 중견기업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및 주요 키워드(7개)별

중견기업 정책 제언
- 기업(지원) 정책에서 산업(육성)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연관 네트워크 분석

- 실효성 있는 중견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 2010년 이후 국내 중견기업 정책은 성장과 육성 기조이며, 성장을

-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중견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프레임 설계

위한 혁신의 역할 재조명 필요
- 해외 주요국의 중견기업 관련 정책 검토 및 시사점 도출

필요
- 중견기업의 자체적 위기관리 지원 필요

· 독일, 대만, 일본, 미국, 프랑스 5개국의 최근 중견기업 지원 정책
조사

중견기업 R&D 지원 효과 및 시사점 분석
- 중견기업 R&D 지원 효과성 분석
· 정부 R&D 지원은 5년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
- 기업 규모별(대/중견/중소) 총요소생산성 증가요인 분해 분석
· 중견기업은 모든 요인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 단,
기술혁신 기여는 중소기업과 유사, 경영이슈는 대기업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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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발전전략

28. 스마트농업 현장 착근을 위한
기술정책 제고방안

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 Ⅸ

31. 2018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연구책임자 김선우, 홍성민

연구책임자 이정우, 김선우

참여연구원 임채윤, 김형수, 오승환, 정미애, 이정우, 정효정, 김재원

참여연구원 김영환, 이윤준, 백서인, 권기환, 모미령, 정효정, 이승재

연구 목적

정책 대안

연구 목적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책 방향과 과제

혁신창업에 초점을 두고 기업가정신 및 혁신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중소기업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정의와 범위 명확화

위한 다차원별 심층 모니터링과 증거 기반의 정책 제언

방향 모색

② 실패에 대한 용인과 사업화 성공을 이끄는 전후방 연계 지원

2018년(9차년도) 연구는 이전의 1~8차년도 연구와 연계성(모듈 1)
- 모듈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글로벌 중소기업 정책 동향 분석
- 모듈 2: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방향 탐색

주요 내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 OECD Oslo Manual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혁신조사를
바탕으로 국가별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비교
- 국가승인통계(창업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기술
통계조사,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견기업실태조사,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시계열로 분석

글로벌 중소기업 정책 동향 분석
- 영국, 중국, 대만, 일본 대상 국가의 중소기업 R&D지원 거버넌스
(철학, 법, 조직, 제도 등) 분석, 주요 사업의 특징과 성과지표를 분석

중소기업 R&D 지원 전략 및 방향 제안
-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 관련 학술연구 동향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과의 상호관계 분석
- 2012~2016년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내역을 비교 분석
- 지역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이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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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폴리오를 확산

및 차별성(모듈 2)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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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 중심에서 창업기업과 중견기업으로 R&D 지원의 포트

- (연구질문) 한국의 혁신창업 현황 및 환경은 어떠하며, 혁신창업을

주요 내용

타워 역할 강화
⑤ 개방형 혁신 활성화

국가 차원 : 한국의 기업가정신 및 혁신창업생태계 특성 분석: 기업

⑥ R&D 사업 정책에서 R&D 정책으로의 전환

가정신 지수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⑧ 지자체의 발전계획 및 여건에 맞는 지원 방향 제시

정책 대안
국가 차원 :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을 위한 정책대안
- Entrepreneurship Push 전략으로의 정책전환: 기업가정신 촉진을
위한 법안 마련
- 기업가정신 평생교육체계 구축
- 기술금융 환경 조성

④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 정책 관리 및 조정의 컨트롤

⑦ 중소기업 R&D 성과지표 개선

2018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발전전략

: 혁신창업생태계 연구

- 기업가정신 지수 구성: 창업가, 규제, 시장, 금융환경, 지식인프라,
능력개발/교육, 문화

⑨ 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성과평가로 변화

- 기업가정신 지수 국제 비교

⑩ 지역 지원 기관의 혁신 기회 제공

- 기업가정신이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업 차원 :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신산업분야 혁신창업 진입규제 혁신
- 혁신 스타트업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안전
망 확충을 통한 창업문화 확산
- 민간 주도의 선순환 투자·회수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성공사례
육성

개인 차원 : 연구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 연구원 창업에 대한 법·제도 정비 및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차원 : 혁신창업 동향 분석 및 사례 연구: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 국내외 혁신창업 동향 및 시장 트렌드 비교 분석: 미국, 독일, 영국,

- 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 조직의 확대 개편
- 출연연 내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체계화
- 연구원 창업 민간 지원 생태계 구축

중국, 대한민국
- 핵심기술별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동향: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핀테크

개인 차원 : 혁신창업자의 특성 및 초기 창업 프로세스 분석: 이공계
출연연 연구원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인식을 중심으로
- 연구원 창업의 개념 및 동향
- 출연연 연구원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인식 설문조사 분석
- 출연연 연구원 창업 관련 핵심 이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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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33.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평가
: 과학기술 국제화 진화과정 분석

연구책임자 김왕동, 송치웅
참여연구원 이정원, 임덕순, 김기국, 김은주, 권소현, 김민정, 김성아, 김지선,

연구책임자 장진규

안지용, 전병우, 조소영

연구 목적
한국의과학기술혁신발전모델(정책기획및이행분야)에대한개도국

참여연구원 이명진, 이우성, 성경모, 이혜진, 홍사균, 정성철

발전방안 수립): LIPI의 2개 분야(R&D 전략계획, Technology Park)에
대한 정책자문

수요 증가

이러한 정책 수단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정도 등
교육훈련사업(2개국):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 스리랑카(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기혁신정책 수립 및 R&D 사업화

과학기술혁신 투입분야(제도, 자금, 인력)뿐 아니라 과정분야(연구
개발, 산학연 협력) 및 산출분야(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 과정의 역량
개발

분석해봄으로써 정책의 초점 변화 및 주요 정책 수단들을 점검

STI 정책(과학기술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구축을 통해 주요 파트너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 및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에 대한 정책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시대별로우리나라과학기술국제화정책의진화과정을

- 캄보디아(국가과학기술혁신 정책 개발,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정책자문, 교육훈련, 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킹

연구 목적

- 인도네시아(국립과학원 연구개발 전략계획 평가 및 과학기술단지

소기의 성과를 가져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본 틀을

및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협력 강화

주요 내용
정책자문사업(6개국):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인도

네트워킹 구축
- 홍보 및 확산: 홈페이지, 페이스북 운영

기술이 정부 주도의 지정학적 전략 도구로 활용, 이어 냉전종식과
글로벌화,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 국제화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무역

정책 대안

- 에티오피아(과기특성화대학 설립 운영 및 기술이전사업화 역량
강화): COE 운영가이드라인, 역량강화, 시범사업(기술이전-소형

2018년에는 8개국 중 6개국이 정책자문, 2개국이 교육훈련 사업으로

인공위성)

진행되었으나, 2019년에는 2018년 교육훈련 사업 대상국이었던

- 탄자니아(국가기술로드맵 구축 및 역량강화): 탄자니아 3개 산업
(textile, mining, tourism)에 대한 TRM 작성방법론 전수

스리랑카와 아제르바이잔도 정책자문사업으로 발전시켜 모두 정책
자문 사업으로 진행 예정

라인 제공
- 우간다(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및 과기단지 운영 역량강화): 우간다
4개 영역 (ICT, Science Communication, Technology Transfer,
STI Parks)에 관한 정책자문에 집중

- 우리나라의 국제공동연구는 1980년대에 본격 시작, 선진국 기술의
이전 . 개량, 선진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중심, 국가주도 대형 연구
개발사업 추진

과학기술외교
- 2000년대에는 미래 과학에 대한 투자와 기금 공동조성을 비롯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 튀니지(국가기술이전시스템 개선 지원): 기술이전시스템 (법, 제도적
기반구축), 연구기관, 대학의 기술이전, 연구평가들의 체계 가이드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진화패턴 분석
- 과학자가 주도하는 순수 과학기술 교류 . 협력에서 시작한 과학기술
국제화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 국제주의에 따라 과학

네시아, 캄보디아

2018년(1차년도)에는 특정 주제에 대한 방법론 전수, 역량강화 워

적극 참여 시작

-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성과는 상위정책인 과학기술정책 혹은 외교
정책 목표의 달성은 물론 상대국의 문제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장기

정책 대안
과학기술이 수단이 아닌 외교적인 목적으로서 기능하는 영향력
지향적 과학기술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친숙한
외교인력, 대인관계에 능하고 세계정세에 따른 정책 판단이 가능한
과학기술인력 확보가 필요
개별 다자협력활동은 참여 전문기관의 주도와 정부 지원으로 진화
하였는바 참여인력의 전문적, 지속적, 체계적 참여가 필요
- 정부와 정책적 연계, 전문기관의 체계적 지원, 학계와 학술적 연계
필요

향후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 필요
- 자유화, 개방화, 시장경쟁 체제 등을 토대로 실리 위주 과학기술 협력
추진
- 세계의 과학기술 발전 참여 및 기여로 국제사회 일원의 책무 수행
- 지구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중진국으로

크숍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9년도(2차년도)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계획) 초안 작성 및 전달에 중점을 둘 예정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평가를 위한 종합 틀 디자인

주요 내용

- 과학기술 ODA 포럼 개최

신규 사업 발굴 및 기획

(공적개발원조) 사업 논의 시작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

사업화 역량강화 연수
강화): 국립과학아카데미 첨단기술단지 기술이전 역량강화 연수

- 2009년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의 가입 이후 과학기술 ODA

적인 신뢰관계 구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국익 확보에 얼마나 기여

설계

역량강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기혁신정책 수립 및 R&D
- 아제르바이잔(국립과학아카데미 첨단기술단지의 기술이전 역량

국내외 이해당사자들과의 네트워크 촉진을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

과학기술 ODA

과학기술 다자협력
- 우리나라의 다자협력활동은 초기 단순 회의참여 및 유치, 자발적

홍보및확산을위한네트워킹사업의경우,연구결과의확산에주력예정

기여금 등의 과정을 거쳐 의제 발굴 및 제안, 의사결정구조 진입

ODA 자체 평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평가를 강화

으로 진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입장 차이 중재
- 국제협력으로 우리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글로벌혁신체제 연계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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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32. 2018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34.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20년의 성과와 향후 확대추진 방안
연구책임자 이춘근
참여연구원 박환일, 백서인, 손은정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연구 목적
지난 20여 년 간 추진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정리, 분석 및 시사점

정책 대안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목표와 추진방향

도출
협력목표

STEPI 연구자의 협력 관련 일지, 합의록, 세미나 발표자료, 관련 부처
위탁과제 보고서와 정부정책 등을 정리.분석

주요 내용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정책 연구
- 남북협력 정책연구의 특성

- 남북한·해외동포 과학기술
공동체 형성

협력방향
- 정부의 대북정책과 연동
- 단계별 협력 추진

- 남북 과학기술·정보격차 해소

- 북한의 현실 수요 반영

- 남북한 지식공유시스템

- 중장기 협력과

구축과 활용
- 학문 후속세대 공동 양성
- 북한 자생력과 특화기술 육성

여타 분야로의 확산
- 국내 협력기반 구축과
협업 강화

· 한반도 정세변화에 민감하고 가변성이 크며, 협력이 안 될 때 통합
연구에 협력이 잘 될 때는 협력을 확대하는 연구에 집중
· 정부는협력과제에관심과지원을집중하고기반연구는소홀히하는
경향
· 장기간의 남북협력 중단으로 학문 후속세대에 커다란 단절이 형성

단계별 추진과제
- 현 상황 지속단계 : 산림녹화, 한반도 식물지와 바이오에너지, 농어촌
현대화, 수자원 개발과 공동 활용, 보건 및 의료, 재난 예측과 방지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협력을 추진
- 협력 활성화 단계 : IT 인력 양성과 활용, 과학기술 주도형 협력, 협력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 STEPI는 그 동안 20여 차례의 남-북-해외동포 공동세미나를 개최
하고,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나노, 표준, 백두산, 통신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
· 북한과학기술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보교류와 인력양성, 협력
공조등에기여하였으며,정책연구를통해대정부건의를하는역할을
수행
- 국내 대북한 협력과제 수요가 많으나 실제 협력으로 이어지는 과제는
많지 않음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현실과
남북협력에 대한 전문성 축적, 정부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 등이
필요

052

053

거점 구축(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신에너지, 원격교육과 원격진료
등에서의 협력 추진
- 포괄적 협력 추진단계 : 남북한 과학기술·ICT격차 해소, 정보통신망
연결과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북한 특화기술과 산업 육성 등 대형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 협력기반 구축 : 국내 북한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필요한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구축

35. 2018년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36.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연구책임자 강희종

연구책임자 조가원

참여연구원 김태양, 정현주, 안두현, 이명화, 이정원

참여연구원 조용래, 강희종, 김민재

연구 목적
기업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구축 및 분석
하여 제공
- 기업혁신활동 및 성과를 미시적 수준에서 수집 및 DB화
- 이를 연구자 등에게 마이크로 데이터 및 기초통계 자료로 제공

고성장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량적, 정성적 혁신
특성 도출

정책 대안
적극적인 기업 연구개발투자 확대 유도 필요

생태계 모델 지표체계를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파악

제조업의 경우, 혁신활동률은 37.7%이며 R&D활동률은 30.9%임

- 분석대상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고용이 미미하게 증가

파악하여 국가 혁신정책 수립 및 혁신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

- 혁신유형별로는 제품혁신율 21.4%, 공정혁신율 14.7%, 조직혁신율

- 글로벌 대기업의 영향이며, 300명 미만 기업에서는 감소로 나타나

하고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대책 필요

기업의 적극적인 혁신활동 및 시장개발 추진을 위한 환경 마련 필요

과학기술혁신역량이 하락 중으로 개선 방안 필요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하락 중: 2010년 16위에서 2016년 18위로
하락

- 한국의 혁신역량 변화 모니터링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주요 내용
2018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 연구개발투자 동향 조사 및 분석 (고용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등)

주요 내용

본 조사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혁신활동 전반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 고성장 기업은 시장개척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

- 이를 고성장 기업 데이터로 구축하고 분석방법론 연구

연구 목적

2018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국제적으로 공인된 OECD Oslo Manual에 기초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고 신뢰성이 높은 혁신통계를 확보

31.0%, 마케팅혁신율 25.5%로 나타남

서비스업의 경우, 혁신활동률은 18.3%이며 R&D활동률은 12.3%임
- 혁신유형별로는 서비스상품혁신율 12.7%, 프로세스혁신율 6.4%,
조직혁신율 22.9%, 마케팅혁신율 30.8%로 나타남

규제는 기업혁신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음
- ‘산업안전 및 보건 규제’, ‘소비자 안전 및 위생 규제’, ‘근로(고용/

- 특히 환경역량의 개선이 시급: 비교대상 38개국 중 22위~23위 수준

노동) 기준과 규제’, ‘IP 보호’의 경우에는 긍정 영향이 부정 영향보다

- 혁신주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 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의

큰 것으로 나타남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가격 제한’, ‘공공재화/서비스 민간진입 규제’, ‘금융시장 규제와
은산분리’, ‘창업조건 관련 규정’ 등은 부정적 영향이 특히 두드러짐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산업별 . 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임

- 특허 동향 조사 및 분석 (고용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등)
- 주요 성과 추이 조사 및 분석 (R&D, 특허, 종사자 수, 급여, 자본, 매출)

2018년 고성장 기업의 혁신 특성
- 고성장 기업의 정량적 혁신 특성 분석 (재무자료 기반)
- 고성장 기업의 정성적 혁신 특성 분석 (설문조사 기반)
- 고성장 기업의 혁신 특성 사례 분석
- 고성장 기업의 혁신 전략 분석

2018년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체계 및 방법론 소개
- 2018년 글로벌 혁신 산출
- 주요국 혁신역량 변화 비교
- 한국 대학의 혁신역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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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8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연구책임자 조가원
참여연구원 박기범, 김정숙, 사인석, 임대철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공
본 조사 수행년도에 본격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후속작업, 부대활동,

- 서베이 결과는 박사인력 관련 연구가 교육, 진로(이행), 고용, 이동성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국내 박사인력의 경력경로 현황 분석

- KCDH 2016 결과를 바탕으로 박사인력의 전체 경력경로 분석의
사례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50대 이공계박사인력을 중심으로 첫

분석 가이드라인을 포괄

일자리 - 중간경력 - 최종일자리 간의 경로 다이어그램 구축
- 2016년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기술적 구성, 통계 신뢰도의 후속 점검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조사의 수행방안과 개선된 자료의 확보를 위한

신규 박사인력의 경력변화 분석

- 박사인력의 졸업 후 진로가 배출시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추진안 도출
- 2014년 이후 이루어진 관련 연구동향에 대한 포괄적 서베이를 수록
- 박사인력 전체 경력경로의 도출, 신규 박사인력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 등 핵심 주제에 대한 분석연구를 데이터 활용의 참고 사례로

있는지를 박사활동조사 설문 중 첫일자리 정보와 현일자리 정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분석
- 구체적으로는 첫일자리에서의 전문가, 준전문가 등 직종과 정규직
여부, 연구활동 비중, 그리고 일자리의 부문 등이 현일자리에 어떤

제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관관계를 체계화하여 살펴봄

주요 내용
기술적 가이드라인과 개선방안

- KCDH 2016의 자료구조, 변수 변경내역, 활용 유의사항, 주요 분류의
선정기준과 연계활용 등의 지침을 제공
- KCDH 2016의 통계 및 데이터 품질과 신뢰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수행하여 그 한계와 개선방안을 도출
- KCDH 통계작성의 기본요건 및 모집단명부 상황을 재검토하고 향후
연속조사 수행방안을 제시
관련 조사 및 연구동향

- 박사인력 관련 연구동향을 최신 문헌을 중심으로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고 서지사항 및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
- 선별된 문헌을 활용데이터별, 연구방법별, 연구내용별로 유형화
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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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구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세대 혁신시스템 전환 의제 발굴 및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
둘째, 미래 유망기술 발전전략 선도 및 과학기술기반 산업생태계 구현방안
셋째,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및 국가혁신 이슈에의 종합적 대응방안
넷째, 글로벌 협력 선도를 위한 의제 발굴 및 개도국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국가 R&D 대혁신 방안연구

사람을 향한 걸음, 삶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모토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연구를 통해
“국민과 정부에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Think-Tank”로
거듭나고자 한다.

국가혁신 이슈에의 종합적 대응과 전략연구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제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 대응과 R&D 투자의 효과성에

국가가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 문제의 난이도와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혁신성장 경제로의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가 R&D의 중장기 투자영향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근거마련과

이행과 제4차 산업혁명을 연계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혁신연구가 필요하다.

국가 R&D 대혁신 선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사회·기술시스템

新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및 과제, R&D 정책 시너지를 위한 부처간 협력의 새로운

전환 전략 등을 연구한다.

접근, 국가사회문제 대응 공공 R&D기관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R&D 전주기
실증을 통한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 등을 연구한다.

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
차세대 혁신시스템 및 제도 설계연구

주요 글로벌 도전과제는 과학기술과 밀접한 이슈이며 국가 및 지역적 이슈를 넘어 글로벌

요소주도형·추격형 전략은 양적 확대의 근거로 효과적이었으나 정부 R&D의 질적 개선에는

의제로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

취약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발전전략 제시와 혁신주체 및

변화로 신북방 · 신남방 협력 정책 기조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연구가 필요하다.

시스템 구성요소 연구를 통한 변화방향 예측이 필요하다.

글로벌 도전과제의 과학기술혁신협력 방안, 신북방 · 신남방 정책 기초하의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의 일자리 영향 분석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국내외 혁신연구 동향 분석

협력 전략, 과학기술혁신 ODA 실태분석 및 전략적 추진방향 등의 연구와 국제기술혁신협력

및 제도혁신 전략,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의 소유·활용 제도화 방안,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서비스 R&D 제도화 방안,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등을 연구한다.

증거 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연구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정책연구
새로운 데이터 및 최신 분석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플랫폼
과학기술 산업 사회의 연계를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과 국가주도형 경제성장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이론적 기반 제시 및 데이터에 근거한

패러다임을 탈피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 지역, 산업, 사회 전반에서의 영역을 뛰어넘는 혁신

정책수립 지원이 필요하다.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중소기업 기술 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 인공지능 기술전망과 혁신 정책 방향, 중국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시대 지역혁신생태계 분석과 과제,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기술혁신조사 및 과학기술인력 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과 외부 DB와의 연계를 위해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 한국기업혁신 조사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과학기술
인력 통계조사 등을 추진한다.

등을 연구한다.

060

061

STEPI 2018 Annual Report

2019년 연구사업 방향

2019년 연구사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연차보고서

2019년 연구과제 목록

정기간행물

분류

국가 R&D
대혁신 방안

차세대
혁신시스템
및 제도 설계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정책

국가 혁신 이슈에의
종합적 대응과
전략

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증거 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062

063

과제명

연구책임자

01

新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

안두현

02

R&D 정책 시너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새로운 접근

이명화

03

국가사회문제 대응 공공 R&D기관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민형

04

R&D 전주기 실증을 통한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

손수정

05

과학기술계 출연(연)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R&D 추진방안 연구

우청원

06

과학기술의 일자리 영향 분석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홍성민

07

국내외 혁신연구 동향 분석 및 제도혁신 전략 연구

신은정

08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의 소유·활용제도 개선방향

신은정

09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R&D 제도화 연구

장병열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을 위한 근거기반 기초연구

11

벤처캐피탈의 기원과 제도적 진화에 대한 한·미 비교 연구

12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3년차)

이광호, 신은정

13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최병삼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 사업(10년차)

15

전환 시대 지역혁신생태계 분석과 과제

김선우

16

탄소자원화 기술의 경제성 평가 및 상업화 방안

장진규

17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고부가 서비스업 발전 및 활용방안 연구

이제영

18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 정책 방향(2차년도)

양희태

19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5년차)

이윤준, 이주량

20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 스마트 모빌리티(8년차)

백서인, 박환일

21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11년차)

최병삼

22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최종화

23

글로벌 프론티어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사 및 국내적용 방안 탐색

조용래, 하태정

24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5년차)

송위진, 이주량

25

글로벌 도전과제의 과학기술혁신협력에 관한 연구

박환일

26

신북방·신남방 정책 기조하의 과학기술혁신(STI) 협력 전략

송치웅

27

과학기술혁신 ODA 실태분석 및 전략적 추진방향

김왕동

28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ODA Program)(6년차)

김왕동

29

2019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30

2019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박기범

31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14년차)

황석원

정기철, 정장훈
김석관

오승환, 김선우

강희종, 장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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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현장토론회)

05.24.

STEPI 31주년 개원기념식

02.23.

02.07.

STEPI 국제심포지엄

Nov.

2018 한-아세안 청년혁신 포럼

Jun.

06.29.

STEPI-튀니지 고등교육과학연구부 MOU

11.12.

11.14~15.

한·중·일 세미나

Mar.

03.25.~28.

한-중 주요 연구기관과의 협력 방안 논의

Jul.

Apr.

11.20.~21.

세종국책연구단지 진로체험 프로그램

04.25.

Young Innovators Talk at UST

07.05.

법제처-STEPI 현장간담회

04.18.

07.17.~08.28.

STEPI-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정책공동체 세미나

Dec.

STEPI 춘계 체육행사

Sep.

09.1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혁신위원회 워크숍

12.03.~08.

인니국립과학원·네팔카트만두대학 초청연수

12.19.

「과학기술정책」 창간 기념 :
STEPI 혁신성장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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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포럼

과학기술 ODA 포럼

회차

일자

주제

제417회

02.23.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책임

발표자

ODA와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효율성 제고, ODA 사업 사례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해 분기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이다.

일자

주제

이호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지부장)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발표자

06.15.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향

김상선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이춘근 (STEPI 선임연구위원)

07.27.

신남방 전략 기조하의 기술혁신협력 추진방안

곽성일 (KIEP 신남방경제실장)
조충제 (KIEP 연구조정실장)

10.12.

신북방정책과 기술혁신협력전략

이대식 (재단법인 여시재 연구실장)
권원순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12.14.

STEPI-한아세안센터 협력방안

원지현 (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국 과장)

박수빈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기획과장)
제418회

03.30.

블록체인을 통한 산업혁신 방안

제419회

04.18.

Young Innovators Talk at UST
– 청년 과학자와 함께하는 창업이야기

현상훈 (D3 Research 대표)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미래사업팀장)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
홍세화 (바이로봇 전략담당이사)
송치웅 (STEPI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

제420회

05.24.

STEPI 국제 심포지엄
: 글로벌 STI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

김왕동 (STEPI ODA사업단장)
박환일 (STEPI 다자협력사업단장)

제421회

08.30.

R&D 성과창출의 해법, 실증에 길을 묻다

강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장)
김현덕 (경북대학교 교수)
조성배 (연세대학교 교수)
추형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제422회

10.19.

과학기술 미래전망 토론회 : 딥러닝과 블록체인

장 훈 (STEPI 부연구위원)
김종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블록체인·융합 PM)
정연택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우청원 (STEPI 부연구위원)
심원식 (성균관대학교 교수)

제423회

11.22.

연구데이터를 위한 제도혁신

신은정 (STEPI 연구위원)
이상환 (KISTI 과학데이터센터장)
하태정 (STEPI 부원장)

제424회

12.19.

『과학기술정책』 창간 기념 : STEPI 혁신성장 대토론회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장)
최영락 (STEPI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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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획행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핵심 연구성과로부터의 과학기술정책 이슈 발굴 및 확산, 정부부처와의 공동기획을 통한 국가
정책의제 지원 역할 강화, 과학기술정책의 대중성 강화와 기관 위상 제고를 목표로 2018년에는 과학기술정책포럼을
플랫폼으로 연구단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장을 마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포럼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국민토론회
주제 _
일시 _
장소 _
주최 _

회차

일자

주제

발표자
최주환 (전자부품연구원 IT응용연구센터장)

01.31. ~ 02.01.

제6회

문화콘텐츠 혁신리빙랩 전략/
스마트 농생명 농촌리빙랩 활성화 방안

성지은 (STEPI 연구위원)
안복규 (다라미자운영마을 대표)
송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장)

03.28.

제7회

한국 리빙랩 활동의 성찰과 과제

오동하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수 (동국대학교 교수)
05.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등의 이행을 점검·평가하고 수요자 중심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과학기술 국정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표로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점검·평가 등 이행지원의 추진 사항, 그리고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대표단 5인을 중심으로 R&D 관련 수요 주체별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는 자문위원들과 국민대표단 간 자유토론을 진행한 후 참여자 질의응답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정덕영 (성남 고령친화체험관 센터장)
성지은 (STEPI 연구위원)

제8회

과학기술 국정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대국민토론회
2018년 12월 12일
양재 엘타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마트시티, 리빙랩과 사회혁신을 만나다

구분

주제

발표자

발표 Ⅰ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소개 및 관련 점검과 지원활동

손미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혁신소위원장)

발표 Ⅱ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 과기정책과장)

국민의견 발표
국민 대표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과학기술에 바라는 점

양수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
송지준 (KAIST 교수)
김찬현 (ESC 사무국장)
정한별 (KAIST 박사과정 학생)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박춘섭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팀장)
서익진 (경남대학교 교수)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07.12.

제9회

기관 기획행사 · 협력 행사

사회문제 해결 및 시스템 전환 지향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리빙랩 운영 조직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포럼이다.

현장 목소리

도시재생과 지역사회혁신 리빙랩
김정남 (통영 당포마을 귀어인, 마을활동가)
정은희 (경남대학교 지역사회센터장)
성지은 (STEPI 연구위원)

제10회

09.07.

대학교육과 R&D 혁신모델로서 리빙랩: 현황과 과제

김은영 (포항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김민수 (동국대학교 교수)
김명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계획부장)
이재성 (순천시청 경제진흥과장)

11.30.

제11회

공공기관과 지역 사회혁신, 리빙랩에서 만나다
이보현 ((주)엔유비즈 대표)
이경주 (전남대 LINC+사업단 기획행정실장)

070

071

STEPI 2018 Annual Report

법제처-STEPI 현장간담회
일시 _
장소 _
주최 _

과학기술 분야 규제 이슈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
2018년 7월 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법제처

주제 _
일시 _
장소 _
주최 _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보고서: 데이터 기반의 국가 미래설계
2018년 9월 14일 / 12월 7일
양재 엘타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협력 행사

주제 _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미래혁신위원회 워크숍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법제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분야 규제 이슈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혁신위원회 대표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보고서: 데이터 기반의 국가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법·제도 및 각종 규제에 대한 현안 이슈를 제기하고, 법제처는 이에 대한 규제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설계’ 협동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뇌연구 촉진법 개정,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사업기획 확대, 개인정보 수집

워크숍에는 미래혁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들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1차

· 활용 규제 개선 등 분야별로 현행 규제로 인한 문제점들의 설명과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에 법제처장 및 부처 관계자들은 각 전문가들이

워크숍에는 국가비전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강의를 비롯하여 기관별 데이터 연구 현황 발표와 분과별(총괄, 인재개발, 산업전략, 사회혁신,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과 향후 조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데이터)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논의 사항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차 워크숍에는 협동과제 연구팀의 국가 비전 및 미래전략(안)을 발표
하였으며, 구체적인 비전 설립 및 분야별 목표 선정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분야별 규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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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이명화 (STEPI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뇌연구촉진법 개정

임혜원 (KIST 신경과학연구단장)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사업기회 확대
전기요금의 과도한 규제 및 체계 개선
에너지 시장의 정보 개방 및 공유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

개인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

추영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건설 관련 정보시스템의 정보개방 확대

문현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소기업 지분율 규모 축소
공공 IP·기술에 대한 통상/전용실시 개선

김서균 (ETRI 사업화부문 중소기업협력부장)

기업활동의 기본법 “회사법”의 단행법 전환

이영달 (동국대학교 교수)

무인비행장치 비행금지 조건 완화
저고도 비행에 대한 고도기준 명확화

구삼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일자

주제

발표자

09.14.

데이터 기반의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탐색

임채원 (경희대학교 교수)
최병삼 (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장)
우청원 (STEPI 부연구위원)
이기준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유한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조상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팀장)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

12.07.

대한민국 씽크탱크가 제안하는
국가비전 및 미래전략

임채원 (경희대학교 교수)
최병삼 (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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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청년 혁신 포럼
일시 _
장소 _
주최 _

한-아세안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업가정신
2018년 11월 12일
용산 드래곤시티
한-아세안센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주제 _
일시 _
장소 _
주최 _

기술규제 의제의 발전과 심화
2018년 12월 13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규제학회

협력 행사

주제 _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한-아세안센터, 서울특별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한-아세안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의 국정의제 실천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 마련이 필요한 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전년도에 이어 기술

주제로 2018 한-아세안 청년 혁신 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GEW Korea 2018 세계기업가정신 주간행사와 연계

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기술규제 의제의 발전과 심화’라는 큰 주제로 기술규제 이슈와 정책의제와 분야별 기술규제 의제에 대한

하여 확대 개최되었다.

대응방안 등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여, 세션별로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STEPI 주도로 기획된 ‘한-아세안 영 이노베이터스 토크(ASEAN-Korea Young Innovators Talk) 세션에서는 ‘혁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컨퍼런스에는 규제정책 연구 전문가 및 실무에 참여하는 관계자 등 실제 혁신활동에 종사하면서 규제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여,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청년 혁신창업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아이디어 피칭’ 세션에서는, 아이디어 공모전

풀어나가야 할 규제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예선에 참가한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청년 예비창업자 총 279개의 팀 중 최종 결선에 오른 11개의 팀이 혁신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전문가
심사위원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구분

주제

세션 Ⅰ

기술규제 이슈와 정책의제
기술규제 이슈의 발전과 변화(국내외 학술지 비교분석)
기술규제 사전타당성 분석체계 구축방안

김명순 (STEPI 연구원)
이광호 (STEPI 연구위원)

세션 Ⅱ

기술규제 분야별 의제와 대응방안
블록체인 규제이슈 및 대응방안
O2O 분야 진입규제 작동패턴과 개선과제
해외 시험인증기관 비교분석 및 시사점

조용래 (STEPI 부연구위원)
김석관 (STEPI 연구위원)
박찬수 (STEPI 연구위원)

STEPI는 본 포럼을 통해 더 많은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이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혁신창업에 도전하여 전 세계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분

074

주제

발표자

세션 Ⅰ

한-아세안 영이노베이터스 토크
혁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조은형 (이노프레소 대표)
윈쿠안 (SAY 최고마케팅경영자)

세션 Ⅱ

한-아세안 스타트업 아이디어 피칭

한국, 아세안 10개국 출신 11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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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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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국제 심포지엄
일시 _
장소 _
주최 _

글로벌 STI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
2018년 5월 24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일시 _
장소 _
주최 _
주관 _

2018년 11월 14일 ~ 15일
일본 센다이
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
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

국제 행사

주제 _

한 · 중 · 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한·중·일 3국을 대표하는 주요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들이 매년 순차적
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이며, 각 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
중국과학원 과기전략자문연구원(CASISD)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글로벌 STI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31주년 개원기념 행사 및 제420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구분

겸하여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과학기술혁신(STI) 분야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
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Highlights of Research Activities
-STEPI’s Next 30 Years: Science & Technology Policy
Think Tank Valuable for People

조황희 (STEPI 원장)

Session 2

Developing indicatior on STI activities
STI Statistics in a Broader Concept

조가원 (STEPI 부연구위원)

Session 3

STI foresight and future societal vision
Foresight Research in STEPI

최병삼 (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장)

Session 4

Tracking the career path of STI human resources
Recent Changes in Science & Technology Jobs in Korea
and its Implication for Job Creating

홍성민 (STEPI 선임연구위원)

Session 5

Measuring the contribution of R&D for industrial growth
Impact of the Korean R&D Subsidy Programs
on Firms’ Performance and Growth

황석원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

이어서 함홍주 UN ESCAP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과학기술의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
1일차

발표자

Session 1

기조연설에서 엘 타예프 무스타파 총장은 과학기술혁신의 발전사를 소개하면서 국제기구의 사례를 들어 과학기술 정책 이념의 전환을 주장하였고,

하였다. 발제 세션에서는 STEPI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의 연구진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원 등 정책 현황과 STEPI의 ODA 사업 현황, 기후 변화

주제

이슈에 대한 대응 과제 등을 발표하였다.
기조연설자와 발제자들이 모두 참여한 패널토론을 통해서는 한국의 과학기술 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하였으며, 이미 한국의 OD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효과성이 입증된 과학기술 ODA를 선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과학기술계 전문가와 STI 개발협력에 관심이 많은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한국에서 STEPI가 중심이 되어
글로벌 STI 전략을 개발하고 더욱 효과적인 과학기술 ODA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구분

주제

발표자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엘 타예프 무스타파(El Tayeb Mustafa)
(Future University 수단 총장)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함홍주 (UN ESCAP 사무총장)

발표 Ⅰ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송치웅 (STEPI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

발표 Ⅱ

The Role of STEPI in STI ODA

김왕동 (STEPI ODA사업단장)

발표 Ⅲ

STI for the Climate Induced Risk Mitig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박환일 (STEPI 다자협력사업단장)

2일차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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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정책공동체 세미나

세미나 및 교류회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전문가 커뮤니티로, 전문 연구영역별로 학술적·창의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연구교류의 장이다.
그린섹터세미나: 국내 그린섹터(농업, 바이오,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린섹터의 주요 이슈를 논의
기술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류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지속적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지역연구세미나: 지역정책 및 지역 중소기업 혁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주요 이슈 및 동향을 공유

세미나/교류회명

그린섹터세미나
(총 12회)

일자

주제

발표자

07.17.

기술혁신 주도 초기시장 형성의 조건

최종화 (STEPI 연구위원)

07.24.

중국의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심층분석

백서인 (STEPI 부연구위원)

08.21.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 방안 모색

우청원 (STEPI 부연구위원)

08.28.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영환 (STEPI 연구위원)

기술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류회
(총 9회)

지역연구세미나
(총 8회)

078

079

일자

주제

01.15.

한국 농업의 새로운 발전전략과 실천과제

02.23.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발전 현황과 과제

03.20.

밭농업기계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04.09.

농업 과학기술 혁신기관의 이해와 발전방안

05.16.

4차산업혁명 대응 자율농기계관련 현황과 이슈

07.02.

한국 식량 연구의 현황과 발전방안

07.23.

청년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업기술혁신

08.22.

스마트농업 구현과 밭작물기계화 촉진

09.03.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 R&D 정책 개선방안

10.19.

말산업 발전을 위한 R&D 역할과 과제

11.30.

식량안보와 농업 R&D

12.17.

동물복지 농장 운영현황 및 시사점

02.13.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실태

03.13.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의 역할

04.26.

도시재생과 스타트업, 기업가정신

05.10.

중소기업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

06.22.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07.20.

유럽에서 바라본 한국 콘텐츠의 현주소

08.14.

사내벤처와 기업가정신

09.21.

공유경제와 기업가정신

10.16.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캐피탈 산업 구조 개편

04.13.

지역산업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중심

04.18.

지역사업 현황과 이슈

05.10.

대덕특구의 혁신클러스터 추진 현황 및 과제

05.16.

4차산업혁명과 지역산업 이슈

08.22.

The rise of Taobao villages: A successful model of inclusive innovation for rural China?

09.06.

지역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 과제

10.11.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현황과 변화방향

11.21.

스마트시티 정책 동향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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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및 교류회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 및 산업 변동과 관련된 지식 학습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세대 정책
지식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젊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진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시리즈 형태의 세미나이다.

스리랑카 과학기술정책 역량강화 워크숍
일시 _
장소 _
주최 _

Workshop on Capacity Building in STI Policy Formulation and R&D Commercialization
2018년 5월 30일 ~ 6월 5일
콜롬보, 스리랑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제 _
일시 _
장소 _
주최 _

STI Policy Development and Management & Operation of STI Parks in Azerbaijan
2018년 6월 12일 ~ 14일
바쿠, 아제르바이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스리랑카 과학기술부처 및 유관기관* 고위급 관계자 80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역량개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아제르바이잔의 기술이전 역량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바쿠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아카데미(ANAS)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개최하였다.

* 스리랑카 과학기술연구부(MoSTR),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STEC), 과학기술혁신조정사무국(COSTI), 국립과학기술재단(NSF) 등 10여개 기관 참여

이번 워크숍은 아제르바이잔 ANAS 내 신설된 첨단기술단지(ANAS-HTP)의 기술이전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단지 운영관리

스리랑카 과학기술연구부와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관인 NASTEC의 현지산학연 전문가들의 과학기술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요청에 STEPI는
스리랑카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 및 R&D 프로그램 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또한
동 워크숍을 통해 스리랑카 과학기술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아젠다 발굴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워크숍은 양 기관의 대표 인사말과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의 경제개발모델,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실행과 발전경험, 국가 R&D 프로그램의 타당성
조사와 기획, 국가 R&D 프로그램의 관리 및 평가, 기술사업화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노하우를 비롯하여 기술기반의 기업가정신과 사업화,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각 주제별 강의와 함께 ANAS-HTTP 담당자들과 한국 전문가들이 아제르바이잔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으로서 ANAS-HTP의 발전 전략 개발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과 그룹별 과제 발표 또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세션도 포함되었다.
부가르 바바예브(Vugar Babayev) ANAS-HTP 원장은 한국의 혁신지수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혁신, 산업응용
분야에서의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했으며, 특히 한국의 과학기술개발 경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STEPI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고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이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9년에는 ANAS-HTP의 성공적인 운영 전략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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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훈련프로그램

주제 _

아제르바이잔 기술이전 역량개발 워크숍

탄자니아 국가기술로드맵 수립 역량강화 연수
일시 _
장소 _
주최 _

탄자니아 국가기술로드맵 수립 역량강화
2018년 8월 20일 ~ 24일 / 2018년 10월 21일 ~ 26일
서울 및 다레살람, 탄자니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제 _
일시 _
장소 _
주최 _

2018 High Level STI Policy and Strategy Development
2018년 10월 11일 ~ 30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세종), 서울 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교육훈련프로그램

주제 _

KOICA-STEPI 글로벌 연수: 2018 과학기술전략개발과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두 차례에 걸쳐 탄자니아 교육과학기술부(MEST), 산업연구개발기관(TIRDO), 과학기술위원회(COSTECH) 및 수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KOICA와의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으로 2018 과학기술전략개발과정을 실시했다. 본 연수는 아제르바이잔, 라오스, 에콰

가공공단위원회(EPZA) 소속 실무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다.

도르, 파라과이, 네팔, 인도네시아, 가나, 캄보디아 등 8개국 과학기술정책 분야 11명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정책 기획, 과학기술

2018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연수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STEPI 연구진 및 외부 관련 전문가들이 일련의 강의, 사례연구 및 그룹 실습 등을

인력개발, 기술개발 전략과 산업 육성, 분야별 과학기술정책과 사례, 국별보고 및 액션플랜, 현장견학 등 5개의 모듈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통해 국가기술로드맵 수립 방법론을 전수했다. 구체적으로는 STEPI 연구진이 기술로드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및 한국의 국가기술로드맵을

특히 국별 과학기술정보 현황 및 도전과제, 과학기술 전략 개발 이슈에 관한 국별보고 세션에서는 연수생들이 한국과 자국의 과학기술정책 환경의

일례로 소개하였고, 국가기술로드맵의 5단계인 비전 수립, 환경 분석, 전략적 제품/서비스 선정, 주요 산업 분야 및 기술 선정, 기술로드매핑에 대하여

비교 분석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별 토론을 통해 정책수립 및 이행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 이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백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3개로 나누어진 그룹이 탄자니아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산업 분야 및 제품을 선정하는 등 기술로드맵 작성 방법론을 익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과정을 실습하였다.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탄자니아에서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하였으며, 8월 초청연수 때 실습을 통해 습득한 기술로드맵 방법론의 심화학습
단계를 수행하였다. 특히, 탄자니아 농업분야를 타겟 산업으로 하여 전략제품과 서비스를 선정, 전략제품에 따른 시장매력도 분석과 내부역량 및

이외에도 한국의 주요 대학, 연구소 및 기업*, 경복궁, 세종청사, 한국민속촌, 전주 등의 문화시설 견학을 포함하여 한국의 과학기술유관 기관의
운영현황과 문화현장을 살펴봄으로써 견문과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KIST, KISTI, KAIST, ETRI, 판교 테크노밸리, 충남테크노파크 등

전략적 조정평가를 진행하여 캐슈넛과 지방종자 등을 핵심제품으로 선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최종단계인 기술로드맵 전개
단계를 수행하였다.

본 연수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평가 및 사업운영에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이론과 기법을 전수하고 개도국의 현안 문제에 대한
해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지식 습득과 정책기획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더불어 개도국 과학기술정책 공무원과 우리나라 정책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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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연차보고서

2018년
연구실적 목록

PART

4

subject

page

연구보고서

086

정기간행물

088

위탁 . 수탁과제 연구

093

조사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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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호 : P)

(분류기호 : F)

분류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분류

보고서명

연구보고서

정책연구

연구책임자

P18-01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시스템 진단과 혁신방안

이민형

F18-01

정부 R&D 시스템상 경쟁과 제한효과에 대한 제도적 재해석 및 대응방안

양현채

P18-02

기초연구사업 확대에 따른 대학 R&D 정책 방향

박기범

F18-02

선도 연구자 분석을 통한 이머징 기술의 발아 및 발전 조건 연구

배용호

P18-03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기술인력 직무변화 추세 진단과 대응방안

엄미정

F18-03

최적 R&D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한 이슈-기술 탐색 연구

장 훈

P18-04

R&D 투자영향평가 체계 구축(3차년도)

장필성

F18-04

연구진실성 제고를 위한 사례조사 연구

홍성주

P18-05

오픈사이언스를 통한 공공연구 효과성 제고 방안

신은정

F18-05

2018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조가원

P18-06

정부 R&D 예산시스템의 진단과 개선방안

안두현

F18-06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조가원

P18-07

공공서비스의 지능화 혁신을 통한 첨단기술의 수요연계 R&D 추진방안

최종화

F18-07

2018년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강희종

P18-08

중견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박찬수

F18-08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Ⅹ

최병삼, 홍성민

P18-09

디지털 전환시대 과학기술혁신공간 발전방안: 혁신기업의 공간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정미애, 김형주

F18-09

2018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로못 3D 프린팅 드론

박환일, 송치웅

P18-10

스마트농업 현장 착근을 위한 기술정책 제고방안

이주량

F18-10

2018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김왕동, 송치웅

P18-11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생태계 변화 전망 – 여객·운송분야 모빌리티서비스를 중심으로 -

김승현

P18-12

국방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연계 및 활용 방안

안형준

P18-13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 – 국가 인공지능 R&D 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양희태

P18-14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평가 –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 진화과정 분석 -

장진규

P18-15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20년의 성과와 향후 확대추진 방안

이춘근

P18-16

'국가 R&D 혁신 방안’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황석원

P18-17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정책 기능 강화 방안

서지영

P18-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 Ⅸ

김선우, 홍성민

P18-19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8차년도)

P18-20

2018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사업: 혁신창업생태계 연구

이정우, 김선우

P18-21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2차년도)

이광호, 박찬수

P18-22

특정 대상 지원형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적용 개선방안

086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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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김석관, 김승현

정기철

분류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J18-01

국가기술혁신체계 역사적 사례 고찰과 우리의 발전과제

장진규

J18-02

기술금융의 역할과 효율화 방안

손수정

J18-03

과학기술 정책현안 분석 및 의제 발굴

하태정

J18-04

글로벌 서비스 R&D 정책 이슈분석과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

장병열

J18-05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4차년도)

송위진,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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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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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는 전문 학술지

권호

구분

기획논문

제1권
제1호
(창간호)

제목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한 정기간행물

저자

권호

발간일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회고와 전망

최영락

제221호

2018.02.05.

Post-PBS 시대의 새로운 연구개발정책 방향과 과제

혁신과 경제성장 - 생산성 및 기업동학을 중심으로 -

안상훈
제222호

2018.04.09.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제223호

2018.05.03.

국방기술 기획체계 발전 방안

제224호

2018.07.23.

중소기업 R&D 지원의 성과와 방향

오승환, 김선우

제225호

2018.08.20.

스케일업을 통한 지역 중소도시 혁신 방안

김선우, 김영환,
이정우, 모미령

제226호

2018.11.20.

우주항공 기술강국을 향한 전략과제

안형준, 최종화,
이윤준, 정미애

제227호

2018.12.21.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정일영, 이명화, 김지연,
김가은, 김석관

제228호

2018.12.27.

지역 중소기업 중심 혁신네트워크 재구조화 방안

정미애, 김형주, 김지은

제229호

2018.12.31.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진단 및 평가 : 생태계 모형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활동이 기업의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

홍운선, 김희재

생태계 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과학기술 지표 연구

강희종, 김태양, 김기국

산업혁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석관

제목

저자
이민형, 장필성

우청원

안형준, 하태정, 유지은

일반논문
도시 물 관리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과 평가요소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평가 제도 개선 방향 연구

088

089

이유경, 이승호
박기주

김태양, 강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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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과학기술 관련 연구·혁신 정책의 조사분석과 학술기반 조성을 통해 정보제공 및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권호

세션명
권두칼럼

미래를 선도할 핵심 과학기술과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전문가와 시민들 간에
미래에 대한 소통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발행하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 종합지

제목

저자

디지털 신세계와 신기루, 그 경계에서

홍성민

과학기술의 미래,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최병삼

딥러닝의 현재와 미래

양희태, 장 훈

블록체인 기술의 전망과 한계 그리고 시사점

이제영, 우청원

자율주행 도입과 확산의 기술 · 사회적 이슈

백서인, 장필성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실행은 왜 어려운가?

박병원

미래연구의 특징과 정책 연계

서용석

미래연구 해외동향

EU EPTA Directors' meeting 2018 & Future-oriented
Technology Analysis 2018

정일영

STEPI Book Review

"4차 산업혁명: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

윤정현

미래연구 포커스

제38호
미래연구 Insight

권호

세션명
Future Infographics

제목
인공지능(AI)이 결정하는 정책의 미래: '지능정부'와 '인간'의 공존방향
4차 산업혁명,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 Ⅲ: 사회적 수용성과 대응역량 강화 방안

저자
최용인
윤정현, 박병원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 한국 사회의 담론적 한계 극복을 위하여

김평호

새로운 법규범의 정립과 접근 방향 모색

심우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합리화 방안

최지선

R&D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박상욱

세종 즉위 600주년, 세종의 리더십 연구: "장래를 예측하고 징조를 살핀 리더"

박성원

미래연구 지식확산

미래연구 학습자를 위한 가이드 북: STEPI 미래연구 용어집

정다예

권두칼럼

"눈앞에 다가온 공상과학 세계 같은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

홍성민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이해

박병원

미중 플랫폼 경쟁으로 본 기술 패권의 미래

김상배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구축 전략

유인태

‘양화융합(两化融合)’을 통한 중국의 혁신주도 성장, 그리고 핵심기술

차정미

지능제조생태계 구축을 위한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김주희

과학기술정책 관련 최신 현안 이슈 및 동향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온라인으로 수시 발간

미래의 기술 패권을 위한 일본의 국가 전략

이승주

하는 이슈페이퍼

한국적 기술 패권 전략의 모색

최병삼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 과학기술적 대응역량 진단”의 시사점

윤정현

미래연구 해외동향

“대안적 세계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2035: 다자주의를 위하여”

박병원

Future Infographics

개인의 권리 강화로 열어가는 데이터 산업의 미래

정일영

4차 산업혁명과 그 너머 미래

홍성민

왜 넥스트 산업혁명(Next Idustrial Revolution)을 말하는가

최병삼

바이오 기술 주도의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일본의 전략

이예원

미래 사회의 경량화 니즈와 소재 다원화 시대의 도래

박용삼

차기 산업혁명의 가능성과 핵심 니즈 및 기술 탐색-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김희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자연모사혁신기술

김완두

International Conference IJCAI-ECAI-18 The Next Step towards AI

장 훈

하노버 메쎄 2018과 산업인터넷의 미래

최병삼

블록체인 3.0 시대와 암호화폐의 미래

이제영

미래연구 포커스
제35호

미래연구 Insight

미래연구 포커스
제36호

미래연구 Insight

권두칼럼

미래연구 포커스
제37호

미래연구 해외동향
Future Infographics

090

091

동향과 이슈

권호

발간일

제목

저자

제46호

2018.01.31.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방안

정일영, 구원모

제47호

2018.04.06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 분석과 과제

성지은, 이유나

제48호

2018.06.20.

[제4차 산업혁명 동향 5]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동향과 정책 시사점

이다은, 김석관

제49호

2018.06.27.

[제4차 산업혁명 동향 6]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과 정책 과제

장필성, 백서인, 최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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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Future Horizon

위탁과제 연구

위탁과제 연구

STI Policy Review

STEPI의 기본연구사업 중 외부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에게 연구수행을 의뢰하여 수행한 과제보고서 (총 5종)
다양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에 대한 실증적 지식을 다양한 영역의 전 세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는 영문저널

권호

제목
Assessing the R&D Effectiveness and Business Performance:
A Review of Their Mechanisms and Metrics

Vol.9
No.1

Eunike Gloria Setiad

The Impact of Government Innovation Subsidies on the Survival of SMEs in Korea

Sangsin Kim

The Dynamics of University-Industry Linkage: The Case of Mekelle City,
Tigray Regional State, Ethiopia

The Singular Economy: End of the Digital/Physical Divide

093

Yonghee Cho

Understanding the Evidence-Based Policy Making (EBPM) Discourse in the Making
of the Master Plan of National Research (RIRN) Indonesia 2017-2045

Building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Evidence from student mobil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Guatemala

092

저자

번호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1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제화 정책의 진화 패턴

정성철

2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한 이슈 도출 연구

봉선학

3

중국의 기계분야(로봇, 3D 프린팅, 드론) 개발동향 모니터링

임상호

4

중국 서부대개발정책 효과 평가 및 당면 과제

구링리

5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박태규

Tedros Berhe Tesfahu,
Gebre Miruts
Kleinsy Bonilla,
Sergio Salles-Filho, Adriana Bin
Ann M. Meceda,
Nicholas S. Vonor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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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수탁과제 연구보고서 (총 65종)

번호

094

연구과제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31

과학기술 분야별 데이터 전문 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홍성민

32

중국과의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이춘근

33

기후과학기술 응용R&D 기획 및 실용화 방안 연구

박환일

34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몇 연구개발 후속사업을 위한 기획 연구

이우성

35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빅데이터 기반 의료서비스 현황조사

정일영

36

2018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

김선우

37

ETRI 지역조직(부산) 설치 타당성 재조사

이윤준

38

ETRI 지역조직(울산) 설치 타당성 재조사

이우성

39

우주산업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기획연구

이윤준

40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평가체계 분석 및 개선 연구용역

장진규

41

한국원자력연구원 60년의 연구개발 투자효과 분석

안두현

42

글로벌 테크기업의 반경쟁 불공정 행위 사례 연구

양희태

43

상호존중의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식도 조사

이명화

44

뿌리기술 R&D 신규지원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연구

45

아태지역 과학기술협력 사업

송치웅

46

사업화 능력을 고려한 산업기술R&D 기업 지원방안 연구

김선우

47

중국과 과학기술 외교 활성화를 위한 의제 발굴 기획

이춘근

48

아태지역 STI 논의동향 조사 및 정책공조 지원 네트워크 구축 연구

송치웅

49

TIPS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김선우

50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보고서 : 데이터 기반의 국가 미래설계

최병삼

51

과학기술전략개발과정(2018)

김은주

52

역량강화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연구

최이중

53

과학기술.ICT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외교 강화

박환일

54

희유금속 산업육성 기반조성

이광호

연구책임자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이주량

2

식량작물연구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김승현

3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방향 및 2018년도 정책동향 연구

이명화

4

수요자 맞춤형 지역농업 R&D 혁신플랫폼 구축사업 기획연구

임영훈

5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도출

안형준

6

2018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사업

장진규

7

R&D 혁신등 과학기술 국정과제 점검 및 평가 연구

황석원

8

식량산업 육성을 위한 고객참여형 리빙랩 기반구축 용역

성지은

9

주요국의 미래전략 수립 시스템 연구

박병원

10

지역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실태연구

장병열

11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의 주요 과제와 대안

송위진

12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홍성민

13

국가별맞춤형 수출전략개발(2018년 3차년도)

이주량

14

에티오피아 공학교육역량강화사업(2차년도)

김은주, 임덕순

15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및 산하작업반 활동에 관한 조사-분석(2018년)

박병원

16

사전컨설팅 지원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 이행방안 연구

정기철

17

농식품 R&D 투자 MAP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

이주량

18

과학기술 연구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신은정

19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혁신정책 추진 동향과 시사점
- 농기계(무인·자율) 분야를 중심으로-

이주량

20

한-아프리카 전략적 과학기술·ICT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기획연구

김기국

55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미래선박 핵심기술 개발관련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장진규

21

파라과이 국가혁신시스템 역량강화방안 수립

김왕동

56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현황 및 전망 도출

홍성민

22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개발.보급(제3차 참조표준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획연구)

이광호

57

충남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윤준

23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연구

조용래

58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분야 평가지표 개발

황석원

24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 구축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창설·개최 방안

성경모

59

한중일 청년과학자워크숍 개최 및 미래 협력 방안 도출

송치웅

25

다부처공동기획 연구사업 기획단계 기술규제 대응방안 연구

조용래

60

한중 과학기술혁신포럼 개최 및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

박환일

26

혁신성장을 위한 중장기 국가 과학기술시스템 개선방안

박찬수

61

2018년도 정부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활동 분석 연구(과학기술연감 발간)

배용호

27

혁신·도전형 연구를 위한 DARPA형 연구사업 추진 전략 연구

장필성

62

사회문제 해결형 R&D 리빙랩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및 범부처 확산방안 마련 연구

성지은

28

기능지구 종합적 창업 지원체계 구축전략 수립

이윤준

63

DGIST 이노베이션경영프로그램 교육과정 개편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조용래

29

산업기술 R&D의 경제 사회적 효과분석 연구

황석원

64

글로벌 난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아젠다 국제공동연구

이정원

30

이공계 우수연구인력 양성·활용방안 연구

홍성민

65

산업부 블록체인 기술 R&D 포지셔닝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조사·분석

이제영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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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경영목표

조직
비전 및 연혁

원장

연구자문위원회

국민에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Think-Tank

감사(비상근)

부원장

R&D재정사업평가센터

미래지향의 국가혁신
시스템 전환전략 선도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정책연구 강화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협력 및 교류 확대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조직 및 경영혁신

혁신시스템연구본부
•국가연구개발분석단
•제도혁신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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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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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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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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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획실
•미래전략팀
•연구기획관리팀
•대외전략 · 홍보팀

경영지원실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신산업전략연구단

•다자협력사업단

•인사총무팀

•혁신기업연구단

•ODA사업단(IICC)

•예산기획팀

•인재정책팀

- 글로벌연수사업팀

•재무회계팀
•지식정보팀
•연구부서지원팀

인원

2018, 2019년 예산
단위 : 명

단위 : 백만 원

2018년 예산
연구직

120

시설비
경상운영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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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수입
인건비

8월
제12대 송종국 원장
취임

4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산업기술정책연구 기능 인수

지출

수입

총 예산

총 예산

23,522

23,522

9월
제13대 송종국 원장
취임

정부출연금

연구사업비

15,754

11,197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개원

2019년 예산
경상운영비

연구개발적립금 12

2,822

1993

1999

2005

2011

2014

인건비

2017

지출

총 예산

098

099

7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2005.5.31.)’에 따라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으로 소속 변경

12월
제14대 조황희 원장
취임

158

총

기타 903
자체수입

6,004

12,281

행정(기술)직

37
5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

7,340

9,684

5월

1987

기타 428

연구개발적립금 19

1,879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제사회연구회 연구기관으로 소속 변경
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 평가 · 관리 기능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이관

743

23,013

수입

총 예산

23,013

임원(원장)

1

연구사업비
*19. 4월 말 기준

7,898

정부출연금

1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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