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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STEPI는 국가적 기술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연구, 20년 뒤를 내다보는 대한
민국의 미래 중장기 비전 제시, 정책 전주기 실현을 위한 정책허브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적
긴급 현안에 대한 유연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미래전략 수립 활동 체계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국가 미래설계를 기획 주도하였으며,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를 선도하기
위한 의제 공론화와 정책허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R&D) 패러독스, 에너지 전환 등
융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국가난제 해결을 위해 정책 대안과 기술혁신전략을 도출하고, 이러한 변화 동인이
경제·사회 시스템에 수용 및 확산될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의제 선도를 위한 정책연구와 대개도국 과학기술 개발원조를 구체화하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민에게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 정책 Think-Tank로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의 국가혁신시스템 전환
전략 선도,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정책연구 강화,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협력 및 교류 확대,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조직 및 경영혁신이라는 4대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국가혁신시스템, 혁신성장, 글로벌
혁신전략의 각 부문별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의 혁신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2019년을 힘차게 달려온 STEPI의 발걸음을 옮겨놓은 보고서입니다. 기관 미션과

2019년 STEPI는 국민에게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연계된 다양한 활동과 2019년 한해 동안 수행한 주요 연구성과를 수록한 이번 보고서가 정부 관계자,

STEPI는 보다 문턱을 낮춘 과학기술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수립 지원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STEPI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일 과학기술과 혁신

정책 연구자,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그리고 국민이 STEPI와 과학기술정책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의제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감염병, 환경, 경제, 일자리 등 사회
문제 해결 및 글로벌 이슈의 대응을 위해 STEPI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에 대한 욕구와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자하는 바람과 과학
2019년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등 기술·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미중 무역

기술 정책을 이해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STEPI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

갈등의 심화, 일본의 한국 수출제재 등 대외적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한해였습니다. 또한, 2020년

하여 보다 문턱을 낮춘 과학기술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소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내·외 과학기술 이슈가
국민생명안보와 직결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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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구사업 특징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과 혁신 의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신뢰성, 유용성, 선도성’ 3대 가치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2019년 연구사업은 국가 연구개발 대혁신 방안, 차세대 혁신시스템 및 제도 설계, 과학기술 기반의

”국민에게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Think-Tank”

혁신성장 정책 선도, 국가 혁신이슈에의 종합적 대응 전략 수립, 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국제
협력 강화, 증거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국가 R&D 대혁신 방안연구

국가 혁신 이슈에의 종합적 대응과 전략연구

국가 연구개발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 R&D 대혁신 방안을 제시

국내외 과학기술 혁신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전환 의제 도출을 통한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新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과

새로운 과학기술 이슈를 발굴하고 종합적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국가 난제

과제」, 「R&D 정책 시너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새로운 접근」, 「국가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여성 청년연구원

대응 공공 R&D 기관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과학기술계 출연(연)

의 연구환경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이공계 대학원생 중심으로」, 「글로벌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R&D 추진방안 연구」, 「실증 기반 기술사업화 효율성

프론 티어 과학기술 혁신정책 조사 및 국내 적용 방안 탐색」, 「실험실창업의 고용

제고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창출 파급효과 분석」,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전략 연구사업(5차년도)」, 「국공립
연구기관의 역할 재도약을 위한 이슈 탐색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차세대 혁신시스템 및 제도 설계연구
급변하는 혁신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혁신시스템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일자리
영향 분석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국내외 혁신연구 동향 분석 및
제도혁신 전략 연구」,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의 소유·활용제도 개선 방향」, 「서비스

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

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R&D 제도화 연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

글로벌 정책 이슈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및 국제사회 기여활동의 중요성

으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국내 우주산업 현황 진단과 정책 대응」,

이 증대하고 있으며, 대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정책협력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3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신북방·신남방정책 기조 하의 과학기술혁신(STI) 협력 전략: 클러스터 기반

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을 위한 근거 기반 기초연구」,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2019년도 글로벌 도전과제의 과학기술혁신협력에 관한

핵심 주체 간 Co-creation 전략」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과학기술 ODA 실태분석 및 전략적 추진 방향」, 「2019년도 국제기술혁신
협력사업」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정책연구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플랫폼 기술이 사회변화를 선도하고 있고 기술패러
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 주도형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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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를 위해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전환시대

증거 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연구

지역혁신생태계 분석과 과제」,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2차년도):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정책 실증연구 및 과학기술혁신 활동과 관련된 통계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R&D 및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DB를 구축하여 증거기반의 과학적인 방법론을 활용한 정책연구의 수요가 증대

「탄소 자원화 기술의 경제성 평가 및 상업화 방안」,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고부가

되고 있음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기업 R&D 선정평가모형 구축 및 도입방안

서비스업 발전 및 활용방안 연구」, 「식량안보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 농업혁신

연구: 인공지능 방법론의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 스코어

정책구상」,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중소

보드 구축 방향」, 「2019년 과학기술 인력 통계조사: 신규 박사의 노동시장 진입

기업 기술혁신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10차년도)」, 「혁신창업 및

경로 조사 기획」, 「2019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2019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11차년도)」

년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2019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니터링 및 DB 구축 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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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6

과학기술의 일자리 영향 분석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홍성민

7

국내외 혁신연구 동향 분석 및 제도혁신 전략 연구

신은정

8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의 소유·활용제도 개선방향

신은정

9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R&D 제도화 연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장병열

10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국내우주산업 현황 진단과 정책대응

안형준

11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3차년도)

이광호, 신은정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을 위한 근거기반 기초연구

정기철, 정장훈

13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핵심 주체간 Co-creation 전략

손수정

14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최병삼

15

전환시대 지역혁신생태계 분석과 과제

김선우

16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2차년도) -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R&D 및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이제영

17

탄소자원화 기술의 경제성 평가 및 상업화 방안

장진규

18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고부가 서비스업 발전 및 활용방안 연구

이제영

19

식량안보를 위한 과학기술기반 농업혁신 정책구상

임영훈

20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박찬수

21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 X

오승환, 김선우

22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이윤준, 이주량

23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XI

최병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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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화

25

여성 청년연구원의 연구환경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이공계 대학원생 중심으로 -

엄미정

26

글로벌 프론티어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사 및 국내적용 방안 탐색

27

실험실창업의 고용 창출 파급효과 분석

28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전략 연구사업(5차년도)

29

국공립연구기관의 역할 재도약을 위한 이슈 탐색연구

이주량

30

신북방·신남방정책 기조하의 과학기술혁신(STI) 협력 전략: 클러스터 기반 협력을 중심으로

송치웅

31

2019년도 글로벌 도전과제의 과학기술혁신협력에 관한 연구

박환일

32

과학기술 ODA 실태분석 및 전략적 추진방향

김왕동

33

2019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김왕동

34

데이터 기반의 기업 R&D 선정평가모형 구축 및 도입방안 연구 : 인공지능 방법론의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장필성

35

과학·기술·혁신 스코어보드 구축 방향

강희종

36

2019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신규 박사의 노동시장 진입경로 조사 기획

박기범

37

2019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 한국기업혁신조사의 동향과 활용 -

38

2019년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39

2019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조용래, 하태정
전지은
송위진, 이주량

강희종, 장필성
황석원
백서인, 박환일

국가 R&D 대혁신 방안

新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

◎ 국가혁신시스템 진단 II : 상위 조정 거버넌스
- 혁신정책의 국가 지향성
- 과학기술정책 상위 거버넌스 이해관계 조정체제
- 혁신정책의 수평적 일관성

◎ 新국가혁신시스템을 위한 방향과 과제

02

R&D 정책 시너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새로운 접근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은 ‘부처 이기주의’와 ‘의사소통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원활한 협력을 위한 선결조건은 ‘공동의 목표와 책임·
권한 분담’과 ‘인력·예산·자원 제공’으로 확인
◎ 심층사례1(미세먼지): 미세먼지의 경우 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의

- 新국가혁신시스템의 기본 방향과 구조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국제적 이슈이기도 함. 관련 정책은 미세먼지

- 新국가혁신시스템의 과제들: 정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관리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이 있으며 미세먼지

•산업 맞춤 거버넌스 관점
연구책임자 안두현
참여연구원 양승우, 이명화, 홍성주, 김태경, 서현정, 손수아

◎ 산·학·연·관 전문가(300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부처 간

•상위 조정 거버넌스 관점

대책위원회, 국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연구책임자 이명화
참여연구원 조현대, 안두현, 박기범, 양승우, 양현채, 우청원,
이 혁, 강민지, 김태경, 나다영

정책 대안

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다양한 국제협약·협정이
존재하게 때문에 협력 거버넌스 간 조정이 필요함
◎ 심층사례2(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는 고위험-고수익 분야로
많은 부처들이 R&D에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 이슈가 발생하는
분야임. 사업 차원에서는 R&D와 규제 간 연계, 사업 예산의 안정성,

◎ 상위 조정체제 구축

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 문제가 있고 정책·계획 측면에서는 유사·

-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 조정체제 구축

중복의 문제가 정책 수단 미흡의 문제가 존재함. 또한, 협력 거버

-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

넌스 측면에서 컨트롤 타워의 미약한 조정기능과 정책시너지

◎ 혁신정책의 보편적 원칙 정립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산업 맞춤 거버넌스 단계

◎ 심층사례3(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 기술은 일상생활부터 군용

- 부처간 R&D 예산 경쟁(관료화) 때문에 국가 차원의 산업별

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로 R&D 활용도 측면의

컨트롤 타워(혁신 코디네이터) 체제 구축에 한계

복잡도가 높음. 이와 같은 성격을 고려할 때, 무인항공기 기술의

- 국가 전략 실행을 위임 받고 산업계 수요를 대표하는 혁신 코디

원천기술 개발투자는 개별 부처에서 진행하되 규제와 제도 개선

네이터들(정부, 출연硏 등)의 역할 정립과 정부 R&D 사업구조

연구 목적

개편이 시급한 과제

측면의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

연구 목적

◎ 상위 조정 거버넌스 단계
◎ NIS의 개념적 타당성 확보 및 방법론의 구체화: 新 NIS
- NIS의 개념 정의와 정책 유용성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생태계 접근: NIS를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산업혁신시스템의
집합인 하나의 생태계로 파악

◎ 정부 거버넌스 관점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 NIS는 혁신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방법론

◎ 新NIS 기반 혁신 정책 및 혁신 연구 의제 발굴

- R&D 관점이 아닌 혁신의 관점에서 파악할 때 정부의 상위 조정
기능이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음
-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R&D-사람-자본시장)에 대한 조정 체제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

◎ 4차 산업혁명 등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질병

정책 대안

극복과 같은 경제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
◎ 과학기술분야 부처 간 협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협력의 유형화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는 접근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범부처 조정권한 강화
◎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한 부처 간 협력 근거 확충
◎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다부처 사업을 위한 별도 예산 근거 마련

‘R&D 활용의 복잡도’와 ‘R&D 공급의 복잡도’의 두 축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유형화하고 적합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 정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다부처 사업을 위해 별도 편성

- 산업 수준: 산업혁신 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방안

◎ 미세먼지 범부처 조직의 역할 조정

- 국가 수준: 상위 조정 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방안

◎ 바이오헬스 범부처 위원회들의 통합·정비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다부처 사업단장에게 독립적인 과제관리 권한과 책임 이양
◎ 현행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는 주요 범부처기구들의 역할 불명확
및 권한 미비, 연구 초기단계 중심의 협력, 유사·중복성 문제,

◎ 국가혁신시스템 진단 I : 산업 맞춤 거버넌스
- 산업별 ‘기술혁신의 장(場)’ 형성

◎ 무인항공기 분야 R&D-규제를 연계하는 거버넌스 확충

다부처 사업 참여 유인 부족, 공동규정 등 제도적 장치 미흡 등의

◎ 다부처 정책·사업에 대한 정부업무 평가 시 협력 가산점 확대
◎ 다부처 사업의 특성에 맞는 부처 간 협력 평가지표 개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혁신 코디네이터: 산업별 컨트롤 타워
- 혁신정책의 수직적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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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국가 R&D 대혁신 방안

01

국가사회문제 대응
공공R&D기관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선진국 공공연구기관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일본, 독일, 프랑스의 공공연구기관 주요 정책과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 운영관리시스템 비교 분석
- 공공연구기관의 개념 정의의 문제
- 국립연, 출연연, 전문연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 운영관리

04

과학기술계 출연(연)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R&D 추진방안 연구

시스템을 비교 분석

현황 조사

◎ 공공연구기관 협력 환경 조사 및 종합 진단

적인 R&R 재정립을 위한 규정 마련, R&D 프로세스별 문제점 파악이
필요함
◎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기획이
필요하고 사회문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분류기준 마련이 필요함
◎ RISTEX 심층사례 조사를 통한 주요 시사점은 1) R&D 기획 강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NTIS)를 통한 공공연구기관 협력
연구책임자 이민형
참여연구원 장병열, 이명화, 김태양

◎ 국내 사회적 가치 관련 출연(연) 정책조사 결과, 출연(연)별 탄력

2) 연구자 수요 중심 지원체계 구축, 3) 목적 중심형 과제 평가,
연구책임자 우청원
참여연구원 장필성, 김태양

4) 높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 5) 높은 RISTEX 프로젝트 위상
◎ NST 국생지원센터 심층사례 조사를 통해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 설문조사를 통한 정부부문 연구기관 협력 환경 및 협력 요인 조사

1) 불안정한 조직 체계 개선, 2)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 프로세스

- 정부부문 연구기관 협력제도 및 사례분석

마련, 3) 수요자와 공급자 간 수요수준 조정임

- 공공연구기관 협력체계 종합 진단

◎ 공공연구기관 연계협력 제고방안

정책 대안

- 협력환경 조성과 관리정책 전환, 정부부문 연구기관 운영제도
개선, 정부부문 연구기관 관리 거버넌스 개선

◎ 1-1. R&R연계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세스 마련
◎ 1-2. 실효성 있는 출연(연) R&R 수립 및 활용 관련 지침 마련

정책 대안

◎ 2-1. 통합 DB 구축 및 분류체계 마련
◎ 2-2. AI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협력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부부문 연구기관 관리정책의 전환

◎ 3-1. ‘기획리빙랩’ 방식 도입 및 제도 정착

- 개별적 문제해결시스템에서 협력적 문제해결시스템으로 정부

연구 목적

정책 전환

연구 목적

◎ 3-3. 부처·연구회·연구소 차원 실행체계 구축

- 협력을 위한 외적 환경 중심 정책에서 내적 환경을 포함하는 협력

◎ 복잡하고 다양한 국가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 필요. 주요 공공연구기관들의 제도 및 연구환경을 분석
하고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 공공연구기관의 유형별 제도 차이 및 환경차이 분석
- 국가사회문제해결과 공공연구기관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방안 제시

정책으로 확대
- 공공관리적 접근에서 연구생태계 중심 협력환경 조성으로 정책
방향 전환

◎ 3-2. 비R&D 예산 연계 R&SD 기획체계 마련

◎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출연(연)의 사회적 가치 실현 근거를 도출

◎ 3-4. 시민참여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출연(연)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 3-5. 사회적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운영

실현하기 위한 R&D 추진방안을 제시

◎ 정부 및 내부 운영제도 개선

◎ 4-1.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 마련(Social BSC)
◎ 4-2. 사회적 경제조직 기술이전 체계 마련

- 협력환경 4요소 설정과 이와 관련된 정부의 예산제도, 기관평가
제도, 감사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정부부문 연구기관 내부 인력운영 및 평가제도 개선

◎ 정부부문 연구기관 관리 거버넌스 개선

주요 내용

- 관리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3가지 방안 시나리오
- 관리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단기적 접근방안 제시

◎ 혁신과 공공부문 협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
- 협력의 개념과 영향요소, 혁신과 협력의 관계 및 중요성, 공공
부문에서의 협력의 중요성
- 정부연구기관의 역할과 협력의 중요성, 정부연구기관 협력체계
영향 요인

◎ 사회적 가치를 이론적·법제적 관점에서 조사한 결과, 사회적
가치는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공동체 사회·
미래 세대를 고려하여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로 정의할 수 있음
◎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1)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수요 증대, 2) 출연(연) 미션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필요, 3) 수요자 중심 소통 채널 확대 및 시민 의견 반영
오픈 플랫폼 마련, 4) 사회적 기업 대상 지원 방안 확대 등이 있음
◎ 해외 과학기술정책 중에서 사회적 가치와 연관된 내용은 ‘사회
문제 대응’과 ‘국민참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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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기반 기술사업화
효율성 제고 방안

현장에서 기술의 기능이 구현가능한가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전주기 관점에서 보면 실증은 R&D단계와 시장진입 단계를 연결
하는 단계로서 이 구간이 부족할 경우 R&D성과의 시장진입, 즉
기술사업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전주기 관점에서 본 시험(test) 및 실증(demonstration)의 전개>
구분
연구책임자 손수정
참여연구원 이세준, 우청원, 김명순

R&D 단계
기획단계

실증연구 단계 시장진입

수행단계

(Plan)
(Do)
실증
사전테스트 시험테스트 모형 검증 (Demonstration)
(Pre-test)
(Pilot test)
(Test)
연구성과
결과물 연구계획서
시제품
제품
(논문 등)

단계

수용성
확인
(See)

매출

◎ 이러한 실증연구는 해당 기술이 진입하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임. 기술의 수요처가 다양한 개방적 성격을 갖는 기술의 경우,
실험실 중심의 실증연구 수행이 필요하며 수요처가 명확하게 주어
지는 경우 매칭에 의한 실증연구 수행이 필요함

◎ 실증연구 지원 과제는 2012~2018년 기간 동안 총 6,450개의 과제
연평균 921개의 과제 수행으로 인해 전체 R&D 과제 수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로 수행되고 있음. 기술분류로 보면 기계분야에서
실증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성숙도(TRL) 기준으로
보면 4~6단계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연구 목적
◎ R&D 투자에 의해 확보한 기술성과가 기업, 산업,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않는 단절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증연구(demonstration)’ 부재의 실태를 확인하고, 기술분야별
실증연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술사업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연구 방안을 제시함
◎ 이를 위해 실증연구의 가치와 특징, 실증연구의 양적/질적 수준,
실증연구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현장인터뷰,
정부사업 조사분석, 서면조사, 주요분야 심층조사, 해외사례조사
등을 수행함

정책 대안
◎ R&D성과의 실증연구 활성화
- 예비 사전테스트(Pre-test)를 통해 연구기획의 수준을 높여
도출된 성과의 실증 수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임
- R&D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으면, 후속 실증연구 단계로 진입
하는 경로를 제공. 즉, 기획(Plan)-수행(Do)-실증(Act)-시장진입
(See)의 과정을 정형화하는 것. 이는 산업부, 중기부 중심의 사업
으로 수행
- R&D 수행단계에서 연구성과 기반으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 과정으로 실증연구를 포함. 즉 수행(Do) 단계에 시험

주요 내용
◎ 기술사업화 효율화는 사업화 투입 대비 생산성으로 해석가능하며
기술→제품→시장으로 성장하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함
◎ 이러한 전개에서 직면하는 환경의 다양성, 불확실성 하에 기술

테스트, 모형검증, 그리고 실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험실 중심
기술에 적합하며 과기부 중심의 사업으로 수행

◎ 연구주체들의 실증연구 경합시스템 도입: 서로 다른 관점의 시제품
적용 솔루션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 라운드를 통과하면 시장
으로 연결하는 모델

구현 여부를 확인, 보완, 기대성능 확보 등을 추진하는 것이 실증

◎ 복수의 주체들에 의한 중장기 협력 실증연구 수행

(demonstration). 즉, 실증연구는 R&D성과로서 기술이 실제 적용

◎ 실증연구수행 플랫폼 및 인력의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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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혁신시스템 및 제도 설계

과학기술의 일자리 영향 분석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 고용 영향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 산업 사례 분석
- 디지털화에 따른 공정효율성 향상 중심의 사례: 물류산업
- 제조업의 서비스화나 신사업 진출 등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례:
뉴스페이스
- 인간과 기계의 협력자 사례: 헬스케어 일자리 변화

07

국내외 혁신연구 동향 분석 및
제도혁신 전략 연구

◎ 과학기술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분석과

◎ 주요 혁신 동향 관련 이머징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 R&D 제도
분석
- 임무중심형 혁신,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새로운 유형의 민관협력과
연관된 국내 사례연구 및 R&D 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점 분석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추진

◎ 혁신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R&D 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고용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노동

방향 도출

시장에서 기술발전이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
연구책임자 홍성민
참여연구원 엄미정, 이윤준, 황은혜, 양현채, 박기범, 송충한,
이세민, 심정민, 박가람, 김종엽

◎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의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까지 촉진할 수 있는

연구책임자 신은정
참여연구원 이세준, 서지영, 안형준, 장필성, 강민지, 박현준,
손수아, 이민형, 손수정

전략과 범부처 종합 정책방안을 제언

정책 대안
◎ 정부 R&D의 지원·관리 방식의 전환
- 현재 복잡다기한 R&D 지원·관리 법제 및 예산구조의 단순화 및
세부 지침과 절차, 예산 세목에 대한 기획·조정 책임과 권한의

정책 대안

현장 위임

◎ 연구조직의 자기 혁신 및 운영 방식 전환
◎ 과학기술의 기업 가치사슬 적용과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 연구인력, 연구업무, 연구성과가 조직간 교류·공유될 수 있도록

측면

제도를 정비해 나가며, 특별히 신규 연구(자)조직의 진입과 성장을

- (단기 과제) 국제 경쟁이 치열한 주력 성숙산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적극 지원

공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을 강화

◎ 국가단위 R&D 제도혁신 역량 진단 및 향상을 위한 체계 마련

- (중장기 과제) 좀 더 제품혁신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새로운 사업

- 국가 단위 제도혁신 지표의 개발 및 정례적 진단·평가

기회의 발굴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지원

연구 목적

◎ 기업의 기술변화 대응 인력전략 지원 측면

- 연구혁신 제도의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조정을 위한 “제도혁신

연구 목적

- (단기 과제) 다양한 교육훈련 체계 마련을 통해 기업 인력의 재교육

◎ 과학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기술
발전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최근의 과학기술 발전이 개별 기업의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중심의 미시적 일자리 영향 메커니즘을 분석함
-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및 고용부가 연계한 범부처 종합 일자리 창출 전략
방안을 제시함

이나 재배치를 지원
- (중장기 과제) 범부처 대응전략 패키지 등을 구축해 기업의 대응
전략 유형별로 적절한 실행 가이드와 관련 컨설팅, 정부지원제도를

- 기술발전이나 혁신활동이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와
주요 유형을 정리

020

혁신 (좁게는 R&D) 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혁신의

- 일회적·단선적 처방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타협과
적응을 기반으로 한 과정 중심적 접근법 필요

방향 및 전략을 모색함

향상 R&D + 코크리에이션 지원

주요 내용

•효율 향상자 유형: 노동시장 유연화 + 직업안전망 강화(직무

향상/직무고도화 교육훈련 강화

◎ 미래 수요 변화에 대응한 인재의 성장 지원을 위한 중장기과제

으로 파악

◎ 변화하는 국내외 혁신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모델 혁신 유형: 핵심 인재의 성장 촉진을 위한 역량

•인간-기계 협력자 유형: 공학교육혁신 + ICT기반 재직자 역량

◎ 최근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고용영향 메커니즘을 미시적

◎ R&D 제도 개선의 관점 전환

묶음으로 제공

전환 훈련 + 기본생활 보장)

주요 내용

점검단” 의 구성·운영

-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한 숙련이나 지식이 아니라 기본 역량과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교육혁신 추진

◎ 연구 전반부에서 국내외 혁신 동향을 분석하고 후반부에서 도출된
주요 동향에 대응하는 국내 사례를 분석, 개선 방안을 도출함
◎ 국내외 혁신 동향 분석을 통해 혁신전략에 관한 이머징 이슈 도출
- 혁신연구 동향 분석은 학술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자료를 함께 분석함
- 분석결과, 혁신의 목표와 범주가 확대되고 있으며, 혁신을 가속화

- 교육혁신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인재의 성장과 진로를 추적할

하기 위한 수단과 전략이 다변화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 추세 ―

수 있는 기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교육혁신의

전략성 강화, 디지털 플랫폼 기반 혁신의 확대, 민관협력 방식의

궁극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측정 지표 개발 등 필요

강화 ―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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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의
소유·활용제도 개선방향

◎ 해외 공공부문 연구데이터 소유·활용제도 사례조사
-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 및 법제 검토, NSF 및 NIH의 기관규정 운용
사례연구
- 유럽연합의 정책 및 법제 검토, 프랑스 및 네덜란드 연구기관
사례연구

◎ 국내 공공부문 연구데이터 소유·활용제도 사례조사

09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R&D 제도화 연구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 연구데이터 관련 공공정책 및 법제 검토, 과학기술분야 연구

◎ 공공부문 연구데이터 소유·활용제도 개선의 방향

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서비스 R&D 및
서비스 혁신을 중심으로 법안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또한
2절에서는 서비스 R&D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을 분석하였고,
3절에서는 서비스 R&D 수행을 위한 기술인문사회 융합과 서비스
R&D에 대한 현황과 기술인문융합 서비스 R&D 사례를 분석함.
4절에서는 ODA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과 국제화 및 사례를 분석

데이터 시범사업 및 연구기관 단위 규정 운용 사례연구
연구책임자 신은정
참여연구원 손수정, 서지영, 김영린

◎ 3장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서비스 R&D 제도와 사례에서는 1절

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연구책임자 장병열
참여연구원 이민형

◎ 4장 서비스 R&D 제도화 역량 및 환경에서는 1절에서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 서비스기업의 서비스 R&D 역량 및
환경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2절에서는 STEPI의 서비스산업에

정책 대안

대한 기업혁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R&D 관련 역량 및 환경을 분석함

◎ 국내 법제 및 정책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권리 제도의 조정
- 경성법 기반 법제 및 조직·국가의 권리귀속 규정이 강한 국내적

정책 대안

환경을 고려하여 연구데이터의 소유·활용에 관한 책임과 권리를
설정

◎ 공공데이터와 차별화된 연구데이터의 소유·활용제도의 마련

◎ 5장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R&D 제도화 방안에서는 1절

- 연구데이터의 공개·공유를 장려하는 한편, 데이터중심 혁신 및

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제도화 방안을 서비스산업발전

상품화가능 연구성과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기본법 제정과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및 제도 조정 거버넌스 측면

◎ 연구데이터 소유·활용제도 운용 역량의 강화

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 2절에서는 서비스 R&D 혁신 지원 사업 측

- 데이터 권리에 관한 협상·합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보 및

연구 목적

지침의 개발 및 보급, 연구데이터 스튜워드(research data

면에서 1) 중소 서비스 R&D 사업, 2) 국가 핵심 공공 서비스 R&D

연구 목적

stewards)의 육성

◎ 디지털 전환기 과학기술분야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데이터 소유·활용에 관한 권리와 책임 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연구데이터의 소유 및 활용에 관한 국내외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가로막는 제도의 쟁점을
밝히고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방안을 제시. 3절 서비스 R&D 혁신 기반 및 인프라에서는 서비스
◎ 이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한 서비스 R&D 추진과
국내 서비스 산업 혁신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 혁신과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

◎ 연구데이터의 개념적 정의 및 데이터 권리에 관한 이론연구 검토

◎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프레임워크가 제시

개괄
- 연구데이터의 소유·활용 권리에 관한 법·제도적 동향 개괄

지식재산(IP) 전략, 서비스 R&D 관련 통계 정책 방안을 제시함

될 전망이나 관련 연구는 부족한 상황

주요 내용

- 연구데이터 공개·공유 및 연구데이터 소유·보호에 관한 정책 동향

R&D 가이드라인, 서비스 R&D 분류 체계 개편, 서비스 R&D 특화형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내 서비스 산업 혁신에 중요한 분수령이

주요 내용

◎ 연구데이터 소유·활용제도에 관한 거시적 환경 분석

사업, 3) ODA 서비스 R&D 기반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 사업 추진

되었음
◎ 2장 서비스 R&D 투자 현황 및 서비스 R&D 정책에서는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OECD국가와 중국을 대상으로 서비스
R&D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 비교를 수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또한 국내 주요 서비스 R&D 정책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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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국내우주산업 현황 진단과
정책대응

◎ (뉴스페이스 인식) 국내 우주관련 기업인 2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뉴스페이스에 관심과 인지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정책 방향) 국내의 미약한 우주산업 규모와 척박한 기업가정신
문화로 뉴스페이스의 가능성이 현재는 크지 않지만, 세계 우주

11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3차년도)

개발의 큰 흐름에 대응함과 동시에 우주산업화의 기회로 삼아야 함
◎ (정책 대응) 뉴스페이스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은 기존 정부 R&D
사업의 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연구책임자 안형준
참여연구원 박현준, 이 혁, 오승환, 김은정

사업에 의존하는 기존 우주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성을 가져야 함

연구책임자 이광호, 신은정
참여연구원 정일영, 김명순, 목은지, 엄미정, 박현준

정책 대안
◎ (국내 우주산업 분석) 국내 우주기업의 재무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간적 관점(국내 우주산업의 지역적 분포 생태계적 관점), 생태계적
관점(국내 우주산업 거래 구조), 경쟁력 관점(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에서 대응 방안을 도출함

구분

정책 제언
•K-ICT와 서울, 판교 소재기업 육성 우선순위 적용
•서울, 판교, 대전지역 지식산업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연계

연구 목적
◎ 뉴스페이스에 대한 글로벌 동향 및 국내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대전)와 연계
공간적
관점

•제조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혁신자원
(출연연, KAIST, 항우연) 연계

국내 뉴스페이스 산업 가능성 탐색과 대응 전략 마련
- New Space는 무엇이며, 세계 우주산업생태계를 어떻게 변화

•서비스업 – 서울지역 혁신자원
(서울대 및 우주특성화대학 지정)

시키고 있는가?
- 한국 우주산업 현황은 어떠하며, 뉴스페이스가 가능한 토양인가?
-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대전 지역에 Level 1~2 시험시설 구축 필요

생태계적
관점

•거래기업이 다변화 또는 극복할 수 있도록 R&D
지원
•타 산업 연계 적용이 가능하도록 R&D 지원

경쟁력 관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률, 계획 정비

주요 내용
◎ (뉴스페이스란?) 최근 글로벌 우주산업생태계는 새로운 민간 투자
파트너와 기업가적 활동 모델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화되고 있음
◎ (국내 뉴스페이스 현황) 뉴스페이스 기업의 특징은 △기술혁신과
융합, △글로벌 마켓과 파트너십, △신 비즈니스 모델과 우주개발의
비전, △민간투자 기반 중소기업 벤처 등으로 요약되며, 국내에는
5개 내외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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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 ‘기술-산업-인프라’ 부문별 선도적 기술규제 핵심의제 발굴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혁신과 규제와의 관계’ 규명과 ‘혁신친화형 규제시스템 설계’라는
기본 문제의식을 바탕
◎ 제도·사례 분석을 통한 기술규제 분야 사후평가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정부 규제개혁의 한계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

주요 내용
[제1권]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정책분야)
- 정부 부처의 기술규제 관련 정부문건을 대상으로 주제어와 네트
워크의 발전 양상을 분석
- 점차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나 진흥/규제/
조정 부처별로 고유 업무에 따라 이슈에 따른 민감도는 상이한
특성을 보이며 최근 조정 부처 역할이 확대되는 경향
◎ [기술부문] AI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 초지능 단계를 전제로 한 인간 중심 법제를 수정할 단계는 아니므로
포괄적 규제적용 보다는 윤리 제정에 초점
- 주요 규제이슈로는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과잉 규제, 데이터
거래를 제한하는 가치보상 제도의 공백, AI 응용 분야에서의 인허가
시간·비용 문제 등이 국내기업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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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문] 데이터산업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 기업과 개인(트래킹, 프로파일링), 정부와 개인(안면인식기술,
유전체 분석 정보), 정부와 기업(커넥티드 카)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 사례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문제를 분석
-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글로벌 기업의 시장·데이터 독점, 정부와
공권력에 의한 통제 가능성, 기존 규제체계로 인한 진입장벽 등에
대한 대응방안 설계 필요
◎ [인프라부문] 기술규제 인프라 고도화방안: 국내 시험인증기관을
중심으로
- 대표적인 기술규제인 시험·인증을 담당하는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고도화 방안 도출을 위해 경쟁환경, 내부역량, 제도·정부 등 혁신
시스템 측면에서 발전경로를 분석
- 국내 시험인증기관은 정부와의 밀접한 연계에 의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취약함에
따라 NIS와의 연계에 의한 고도화가 필요
[제2권] 기술규제 사후평가 체계 구축 방안
◎ 기존 제도의 한계: 해외 주요국은 최근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 상 사후평가 조항이 부재하여 시도된
적이 없음
◎ 사례연구 1: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EMR) 보관 허용
- 규제완화에 의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523개 의료기관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규제완화의 직접적 효과와 보완적 정책
수단의 효과성 및 효율성은 매우 낮음
◎ 사례연구 2: 화학물질 정보등록 제도 변화
- 강화된 정보등록 제도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지원책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434개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도시행으로
인한 효과와 보완정책의 효과성·효율성도 낮음

정책 대안
[제1권]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정책분야)
- 혁신친화형 규제시스템 구축 기반마련, 규제지체 대응 실증사업·
제도연구 강화, 부처 간 협력 및 조정부처 역할 강화 등
◎ [기술부문] AI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 네거티브 규제원칙 수립, 시민 자율규제·자율감시 강화, 불확실
성에 대한 사회분담기제 마련 등
◎ [산업부문] 데이터산업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 사례별 규제원칙 수립, 정부·민간 공동 규제, 이해관계자 간 편익과
위험 공유 등
◎ [인프라부문] 기술규제 인프라 고도화방안: 국내 시험인증기관을
중심으로
- 시험인증산업진흥법 제정, NIS 연계 강화, 역할분담 거버넌스 개편,
한국형 발전모델 수립 등
[제2권] 기술규제 사후평가 체계 구축 방안
- 행정규제기본법 상 사후평가 조항 신설, 사전/사후 평가 연계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
- 단계적·범위별 사후평가 체계 설계·적용, 보완적 정책수단의
적극적 활용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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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을
위한 근거기반 기초연구

- 예타 ‘시행 사업’은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세부지침(2019)이 적용된 2018년 4차 R&D 예타사업 이후 ‘과학
기술적 타당성’ 제2계층 항목(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 적절성)의 중요도는 특정 항목에

13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핵심 주체간 Co-creation 전략

치우침 없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됨

- ‘경제적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은 과다 계상된

촉진하기 위한 주체간 함께 달리기(Co-creation) 중심

◎ Co-creation의 전개
- 참여주체는 연구계(대학, 출연(연) 등), 산업계, 벤처기업가, 시민

다학제 개방형

내용, 추진전략 도출’ 등 ‘과학기술적 타당성’ 조사 항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미래) 창출 지식과 활용 지식간의 간극을 좁혀 기술사업화를

사회, 정부 등으로 참여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며 이들의 전공분야도

- R&D 기획 시 ‘문제/이슈 정의 → 사업목표 설정 → 사업 구성 및

연구책임자 정기철, 정장훈
참여연구원 최이중, 신정우, 김승현, 박찬수, 한승희, 김영수,
김재원, 권은희, 안수용, 조용희, 하리다

- (현재) 창출한 지식의 활용을 위한 주체간 이어달리기 중심

- Co-creation이 추진하는 주요 목적은 타겟 산업기술 확보, 미래
연구책임자 손수정
참여연구원 임채윤, 홍성민, 김지선, 최치호, 박종복

시장에 대한 도전 뿐 아니라 글로벌 사회가 직면하는 공공의 이슈
대응도 포함

경향이 있어 사업기획 시 사업비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Co-creation 전개의 유형>

것이 중요함

목적

타겟 산업기술
확보

공공이슈
대응

미래 기술(시장)
도전

연구계

주요 특허
확보 전략

사회적 기여,
명분 확보

주요 특허
확보 전략

산업계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역량 확보

시장 확대/
선점을 위한
기술역량 확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역량 확보

기업가정신
(벤처 등)

시장 진입
기술역량 확보

시장 진입
기술역량 확보

시장 진입
기술역량 확보

시민사회

보다 나은 제품/
서비스 접근

삶의 질 개선

새로운 생활환경
접근

정부
(중앙, 지자체)

혁신성장

복지향상

신성장 동력 확보

참여주체

정책 대안
◎ 현재 예타조사 시 R&D 유형을 기초, 응용·개발, 시설·장비 등으로
구분하나 명확한 기준 부재로 연구진에 따라 다른 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개선 필요
◎ R&D 유형 구분에 따른 조사항목 개선 및 유형별 적용 필요
◎ 정책적 타당성 항목의 제2계층 항목 발굴이나 신규 평가질문 포함

연구 목적

등으로 AHP 가중치에 부합하는 변별력을 갖추도록 항목 개선 필요

연구 목적

◎ 기술비지정형 R&D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론 다변화 필요
◎ 2012년도 이후 현재까지 수행된 R&D 예타조사보고서를 대상으로
R&D 예타조사 내용을 유형화하고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 구축된 DB를 토대로 R&D 예타 조사방법 및 기준 등 적용 내용을
분석
◎ 분석결과로부터 R&D 예타조사 방법론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과학계에서 산업계로의 일방향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갖는 한계,

정책 대안

그에 따른 R&D생산성 부족 및 경제사회적 낮은 기여에 대한 문제
의식은 이미 오랜 시간 과학계와 산업계 모두의 과제였음
◎ 혁신성장을 위한 R&D의 기여가 갖는 의미가 높은 이 시점에서 기술
사업화 활성화 방안으로서 과학계와 산업계가 R&D 기획단계에서

◎ Co-creation이 추진하는 목적에 따라 중심 추진 주체의 차별화가
가능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의 툴 적용에 있어서 중점 방향의
차별화 가능

부터 함께 하는 Co-creation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이 필요한 환경을 제안하고자 함

목적

주요 내용
◎ R&D 예타조사 현황 분석 시사점

정책의 툴(tool)

주요 내용

- 현재 예타조사 평가질문이 R&D 유형에 맞게 구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R&D 유형 및 사업 특성에 따른 평가질문 적용이 필요함

- Co-creation은 혁신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목표

달리하므로 R&D 유형을 구분하는 구체적, 세부적 기준 마련이

문제를 설정하고, 함께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기술 및

필요함

비즈니스 솔루션을 찾는 것

◎ 지식연계 모델의 진화와 Co-creation의 등장
- (과거) 지식 창출 및 활용 주체들의 역량 제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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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산업기술
공공이슈 대응 미래 기술(시장)
확보(산업주도형) (시민사회주도형) 도전(정부주도형)

지식재산(IP)

우선 실시,
전용실시

공개, 공유

기반기술 활용,
확산

거점(Platform)

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R&D)

매칭 펀딩

협력망
(Network)

공급망(Supply
Chain) 중심

시장(Market)

시장정보,
규제개선

◎ Co-creation 개념

- R&D 유형(기초, 응용·개발, 시설·장비 등)에 따라 AHP 가중치 적용을

- 제1계층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중요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짐

<Co-creation 전개 유형별 정책의 중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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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펀딩
그랜트(grant)
투자
다중네트워크
(Multi-Network)
중심
공공구매

그랜트(grant)형
투자
가치사슬(Value
Chain) 중심
시장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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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정책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 우리가 현재 취약한 분야, 우리가 현재 경쟁력을 보유한 기존
산업의 인접분야, 산업 간 연계 등으로 성장동력 후보군을 다원화할
필요
-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우리나라가 지향할 모습을 갖춘
몇몇 선진국의 산업구조와 비교할 때, 소재, 부품, 장비 등 상류

전환시대
지역혁신생태계 분석과 과제

- 중앙부처와 지자체 발전계획 간의 정합성 제고 제안
- 공간 지정과 지원 내용의 차별화를 통해 공간의 핵심 목적을 달성,
규제 샌드박스에서 규정 정비 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화 필요 등을
제시

◎ (People) 지역 시·도민의 기업가정신을 GEM의 ‘기업가적 태도’를

산업재 부문(B2B), 소비재 부문(B2C), 금융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

기반으로 하여 측정·분석

기존 기업의 성장과 신규 기업의 등장이 필요

- 각 시도별 거주민의 기업가정신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에 기반한

◈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연구책임자 최병삼
참여연구원 배용호, 김석관, 양희태, 엄미정, 김가은, 이예원,
추수진, 김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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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에서 기존 성장동력 정책을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평가
관점에서 평가: 과거 성장동력 정책의 성과가 낮았던 원인은 협소한
정책 범위와 수단

연구책임자 김선우
참여연구원 정미애, 오승환, 성지은, 송위진, 박찬수, 임채윤,
이윤준, 박동배, 전지은, 정효정, 김지은, 홍정임,
황은혜, 김수은, 허지수

◎ 정책의 목표, 주체, 수단, 공간, 기간, 대상 등에서 관점의 전환 또는

지역 브랜드화 제안

◎ (Partnership) 지역혁신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행동경제학 기반
으로 분석
- 혁신커뮤니티와 공공플랫폼 협력 사례, 지자체 주도 혁신 거버
넌스 구축 사례, 지역전환 및 재활성화를 위한 리빙랩과 로컬

확장이 필요함을 제안

크리에이터 사례 분석

- 고성장 위주에서 성장의 안정화, 고수익화, 내실화로 확장
- 정부 주도, 민간 참여에서 민간 주도, 정부 참여로 전환

정책 대안

- 성장의 주체를 중소기업, 스타트업 중심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협업체제로 확장
- 정책 수단을 R&D 위주에서 협력 촉진, 제도 개선, 공공구매 등 비

◎ 지속가능한 장소 기반의 혁신 추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제시

R&D로 확장

- 위기지역 조기대응을 위한 지역별 비즈니스생태계 모니터링

- 정책 대상을 신규 산업 발굴에서 기존 산업 고부가가치화(디지털

시스템 구축

전환)로, 고성장 산업에서 내실화 산업으로, 개별 산업에서 솔루

- 기존산업의 전환을 위해 중심기업의 역할 변화와 성장 지원

션/패키지로 확장

- 지역별 기업가정신 진단을 통해 나타난 강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연구 목적

연구 목적

브랜드 구축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역(자체)발전정책 간의 정합성 제고

◎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이 과거보다 성장

정책 대안

하였으며, 기존 성장동력 정책의 성과가 미흡하였으므로 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
◎ 이 연구는 장기적인 한국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성장동력 정책의
논의 범위를 성장동력 선정 및 육성 관련 정책에서 국가경제 발전
모델, 글로벌 경쟁분석 등으로 확장하며, 기존 성장동력 정책의
개선보다는 방향 전환 또는 확장을 지향

◎ 성장동력 대상 발굴 측면에서는 R&D 중심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육성에서 장기와 단기의 제반 정책을 아우르는 성장동력 정책으로

◎ 이 연구는 “전환시대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함

- 지역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조정 체계 마련

- 분석의 틀로서 민간·공공·시민·파트너십(Private·Public·People·

- 지정 공간(국가융합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간의

Partnerships, 4P)을 활용

전환

- 리더십 확립과 지역 인재주의 강화

주요 내용

◎ 성장동력 분야 선정, 추진체계, 지원 방식 등 개별 요소 차원에서
기존 성장동력 정책을 개선하기보다는 설계, 추진, 평가 등 성장

주요 내용
◈ 연구의 주제는 한국형 발전모델을 탐색하고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을 제안하는 것

◎ (Private) 지역의 기업현황 진단을 위한 비즈니스생태계를 살펴
보고, 기업 간의 거래관계를 통해 지역산업을 분석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며, 성장동력 각 분야에서의 성공

- 비즈니스생태계 진단 모형을 통해 지역의 위기를 사전적으로

추구해야 함

예측·진단에 활용 제안
- 거래관계 네트워크 DB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 특화·집적지

◈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

정책인 클러스터 정책으로 해당 특화산업 위기시 지역위기로

◎ 3장에서 한국경제의 성장경로와 특성을 분석하고 4장에서 글로벌

직결되고 있을 확인

경쟁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5장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 모습을 고찰

030

-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조합(policy mix)
추진

동력 정책의 전주기의 일관성을 높이고 성장동력 정책과 기타

뿐 아니라 산업 포트폴리오를 연계하여 전체 경제의 성과 제고를

차별화
- 위기지역 극복 및 지역 재활성화 지원

◎ 성장동력 정책 추진 측면에서는 성장동력 정책이 연구개발정책,
산업정책, 경제정책 등을 포함해야 함

- 지역 주도의 연계·융합 활동 활성화

◎ (Public)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발전 계획과 예산 현황, 관련 법·
제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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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2차년도)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R&D 및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해외 주요국) 안전한 인공지능 상용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에 중점

◎ 법제도적 이슈정리 및 개선방안
- 주요 인공지능 이슈를 포괄하는 7개 개별법(i.e., 민법, 지식재산권
법, 형법, 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도로교통법, 제조물책임법)에

17

탄소자원화 기술의
경제성 평가 및 상업화 방안

대한 법제도적 이슈 도출

◎ 인공지능 윤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방향
-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를 통해 위험은 관리하고 활용은 극대화할

2024년부터 20년간의 사업기간 분석 수행
- 시나리오 1(정부부문 총 연구개발투자비만 포함): 현가기준 총
편익 47,971백만 원, 총 비용 31,831백만 원으로 순편익(NPV)
16,140백만 원 발생, B/C ratio 1.507, IRR은 4.98% 추정
- 시나리오 2(민간부문 현물투자까지 포함): 현가기준 총 편익

- 법제도 개선의 시급성, 용이성, 파급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 실시 후

47,971백만 원, 총 비용 38,781백만 원으로 순편익(NPV) 9,190백만 원,

개선방안 도출
연구책임자 이제영
참여연구원 김단비, 양희태

5.5% 가정 탄소광물화기술개발사업 종료시점인 2023년 이후

B/C ratio 1.237, IRR은 2.44% 추정
연구책임자 장진규
참여연구원 조현대, 이광호, 이혜진, 김지선, 장석호

수 있는 국가전략 수립

- 시나리오 3(정부 및 민간의 총 연구개발투자비 및 연구개발종료
시점 채움재생산 공장건설비 포함): 현가기준 총 편익 47,971백만 원,
총 비용 42,039백만 원으로 순편익(NPV) 5,932백만 원, B/C ratio
1.141, IRR은 1.51% 추정

◎ 경제적 파급효과(지역산업연관분석)

정책 대안

- 탄소광물화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출로 유발되는
산업적 연쇄적 1차 파급효과, 소득-소비 승수효과의 2차 파급효과를

◎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의 고도화

모두 고려한 총 효과를 분석

-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스타트업을

- 탄소광물화기술개발사업에 지출될 총 371.33억 원(연구개발비,

중심으로 인공지능 윤리 고도화를 장기적 안목에서 기획하고 추진

공장건설비) 대전·충남지역에 지출 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국

◎ 인공지능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적으로 생산이 1,283억 원 유발, 부가가치 662억 원, 고용 1,523명

- 범용 인공지능으로 향하는 R&D를 통해 더 강건한(robust) 인공

창출 추정

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요

- 사업지역인 대전·충남지역에는 생산이 718억 원, 부가가치가

- 장기적인 R&D 과제로 추진하되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가 투자할

연구 목적

방향을 설정

425억 원 및 고용창출이 949명으로 전국 효과 대비 생산 55.9%,

연구 목적

부가가치 64.3% 및 고용 62.3%

◎ 인공지능 안전 및 윤리교육 강화
◎ 인공지능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상용화되어 인간의 삶에 획기

- 인공지능 개발 과정상에 있어 고려해야 할 데이터 수집, 의사결정의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리 안전성 및 윤리 관련 이슈들을 검토

편향(bias), 개인 정보주권 확립 등 인공지능 윤리 수립에 필요한

해보고 실효성 높은 대안을 제시

교육 강화

◎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연구개발(R&D) 및 활용을 위해 개선
되거나 신설되어야 하는 법제도에 대한 논의

◎ 데이터 관련법 정비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디지털 윤리 가이드라인

◎ 탄소자원화 기술의 개발현황 및 수준 검토
◎ 탄소자원화(광물화) 기술 중심으로 기술의 경제적 가치 분석 방법론

◎ 탄소자원화 기술의 경제적 가치 확보를 위한 기술 상업화 방안 모색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궁극적으로 폐광산 채움재

- 데이터 활용도는 높이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장치는 강화하는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면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있는 위험 해소가 목적
-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 R&D 및 이용 시 지켜야 할 보편적 사회
규범 수립 및 관련 기술 개발이 목적

◎ 글로벌 기업 및 학계/연구계, 주요국 대응 동향

- 탄소광물화 기술에 따른 환경성 평가는 “연구·개발자”가 이산화탄소

방지사업의 시행 규모를 과거 평균보다 크게 확대하도록 정부의
전략적 설계·지원 필요

전환 공정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는 ‘탄소광물화 기술 LCA’, 시스템

◎ 탄소광물화기술이 경제적 측면에서 실용화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

경계를 전환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원까지 확장한 이산화탄소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폐광산 채움재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 나갈

전환 시스템을 대상으로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는 ‘탄소광물화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기술 비교 LCA’로 구분

◎ 경제적 타당성(비용-편익)분석

- (기업) 인공지능 원칙 수립, 인공지능 윤리 교육 및 훈련과정 개설 등

- 기술개발 이후에 실제 실용화 하는 과정에서 직·간접 소요 비용

- (학계/연구계) 인공지능 윤리지침, 표준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시

포함, 이후 실제 실용화 과정에서 직·간접적 창출 편익 포함.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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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훨씬 더 커지게 될 것
◎ 국내 수요 확대 차원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간 지반침하

◎ 환경성평가(LCA 분석)

- 인공지능 안전성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에 의해 발생할 수

◎ 이 연구는 복합탄산염 등 기술 실용화 산출물의 사용 방안에 대해

개선

방향으로 데이터 관련 제도를 정비

◎ 인공지능 안전성 및 윤리 개념 정립

정책 대안

정립·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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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광물화기술을 해외,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여 성공적으로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 국내
기업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으로 지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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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고부가 서비스업 발전 및
활용방안 연구

- (공급망 서비스 혁신) 로봇 등 하드웨어 중심의 프로세스 자동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 지능화, 네트
워크 참여자 간 원활한 거래 프로세스 연계 등
- (리테일 분야에서의 고객 서비스 혁신) VR/AR 커머스, 인공지능
비서, 챗봇 등 고객 소비패턴 변화에 맞춘 유통모델의 다양화

19

식량안보를 위한
과학기술기반 농업혁신 정책구상

- 해외 주요국의 서비스 산업 혁신정책 및 유통·물류 분야의 혁신

- 자급률 상황, 소비패턴 등을 반영하여 목표치 관리 및 현행화
- 곡물 자주율 관점에서 해외곡물의 안정적 생산 및 반입을 위한
정책 추진

- 한국의 식량안보는 위기 상황이나, 쌀 생산과잉 이슈에 가려져
식량안보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탄력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서비스 혁신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 제시

◎ 국내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 식량안보 관점에서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 한국의 식량안보 논의 재조명

◎ 국내 서비스 기업의 혁신활동 실태분석
- 혁신 유형별 도입여부 및 중요성, 혁신활동 저해요인 등을 분석

연구책임자 이제영
참여연구원 장병열, 진설아

◎ 한국의 식량안보 현황과 대응정책 검토

연구책임자 임영훈
참여연구원 이주량, 박환일, 추수진

- 유사시 대비하는 ‘안보’ 개념보다 ‘수급’ 개선에 편향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 결여
- 한국 식량안보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접근방식(인식)의

정책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전환·보완과 함께 ‘안보’라는 개념에 합당하도록 농정, 통상정책과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정책 추진과제 도출

연계된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과학기술정책 구상 필요

- 중요성, 시급성, 파급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방향 및 우선순위
도출

정책 대안
정책 대안

◎ 한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농정·통상 정책과 연계된 농업과학기술
혁신 정책대안

◎ 서비스 산업 지원 정책

- (자급력 측면) 국가식량안보비상대응체계 구축

- 사업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기술 협업 생태계 조성, 온라인 수출

- (자주율 측면) 식량 자주율 제고를 위한 농업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

연구 목적

자금지원 정책의 수립

활성화

연구 목적

◎ 스마트 서비스 구축 지원
◎ 실제 소비자 접근성이 강화되고 있는 유통·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
◎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한 서비스 고부가가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론적, 기술적,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

- 민간·공공 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업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혁신 서비스 실증지원

◎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 관련 법제도 개선
- 데이터 유통과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의 선진화 및 AI 창작물에 대한 법제정비
- 민간의 첨단 유통·물류시설 도입 지원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주요 내용

발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자급력 측면)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식량작물 R&D 투자 포트
폴리오 재정립

◎ 농업R&D(농업과학기술) 관점에 중점을 두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정 및 통상 정책을 지원 및 보완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반
농업혁신 정책을 구상하는데 목적을 둠
- 식량수급 측면에서 자급률/자주율/자급력(비상대응력) 개념과
확보방안 검토
- 정책수단 측면에서 농정/통상/농업R&D(농업과학기술) 관점의
식량수급정책 제안

◎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업 패러다임의 변화
- 국내 서비스 산업 현황 및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

주요 내용

- 서비스 혁신 이론에 기반한 프레임워크 제시 및 디지털 기술의 역할
분석

◎ 식량안보 개념 및 대응정책 검토
- 식량안보 및 식량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자급률, 자주율 등)에

◎ 디지털 커머스 부문에서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분석
- (제품-서비스 융합형 서비타이제이션) 온디맨드 매칭 플랫폼,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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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념
- 글로벌 차원의 세계식량안보 인식의 변화양상
- 개별 국가 차원의 자국 식량안보 대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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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 산업보안 분야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근 동향 분석(맥아피,
포티넷 등)
◈ 국내 산업기술보호 정책 및 현장조사
◎ 국내 기술유출 대응사례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도에 따른 처벌/
후속대응 사례

21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 X

◎ (모듈 2) 심층분석 파트는 중소기업 R&D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총 3개의 실증분석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 중소기업 R&D 지원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2) 국가연구개발사업
산학연 네트워크 분석, (3) 중소기업 미래성장성 예측 모형 개발 등
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업기술 보호 관련 국내 법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리제도
조사

<주요 연구결과>

◎ 국내 산업보안 생태계 문제점 및 주요 이슈 도출(FGI 및 인터뷰)
연구책임자 박찬수
참여연구원 강민지, 최이중

- 산업기술보유기업, 보안 전문기업, 정책 연구자를 대상으로 FGI
(3회) 및 기업 및 정책연구자, 지원기관, 언론인을 대상 심층 인터뷰

◎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중소제조기업의 총요소
연구책임자 오승환, 김선우
참여연구원 임채윤, 김형수, 김승현, 정효정, 김수은

(7회), 각 그룹별 전문가 종합 FGI(1회)

생산성 분석결과, 총요소생산성은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나, 기술
추격과 규모효율성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보안 범위, 법제도, 인력유출, 협력사에 의한 유출, 중소기업

◎ 글로벌 R&D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원, 컨트롤타워 및 지원조직, 연구보안, 국가핵심기술 관련 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꾸준히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 등 이슈 도출

국가별 정책적 차별성은 존재함

◎ 국내 산업보안 생태계 인식조사 및 제언(설문)

◎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 산업보안 전문가 대상 국내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과 진단, 정책

결과, 정부 지원은 기업 성장을 통한 규모효율성에는 긍정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실시(61명 중 55명 응답, 응답률 90.2%)

나타났으나 기업의 배분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술보호정책이 지향해야할 목표, 국가핵심기술 관리 개선방향,

◎ 중소기업 R&D 협력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과 산학연 간의

개발한 기술의 보안 책임비중, 한국의 보안관리 역량 및 소속기관과

직접적인 관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향후 R&D 협력의

보안전문기업 경쟁력, 정부지원제도 및 규제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도출함

만족도,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정책 등에 대해 설문

◎ 기업 미래성장성 예측모형개발을 통해 향후 기업 R&D 지원사업의
선정방식 개선을 통해 기업 R&D 효율성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음을

연구 목적
◎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보안 환경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및 협력적 산업
보안 생태계 구축지원 정책 모색

정책 대안
◎ 보안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및 보안인력 양성
- 보안 관련 기술개발 사업 지원, 산업보안 관련 통합 기준 마련,
컨설팅 실효성 제고
- 대학 산업보안인력 양성, 중소기업 특화 교육, 산업보안관리사

주요 내용

취업 연계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일반사업인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의 10년차 연구로서 (모듈 1) 중소기업 기술혁신

◎ 국가안보 관점: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경쟁국

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

◎ 정부의 기업 R&D 효율성 증진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정부 R&D지원 성과지표를 질적 지표로 전환

간 기술패권주의 확산
◎ 산업경쟁력 관점: 선진 제조업 경쟁력 재건 정책의 재부상

◎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
◎ 주요국의 산업기술보호 관련 주요 법제도 및 최근 정책(미국, EU
및 유럽 주요국(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 미국의 산업보안 개념 접근 및 산업보안 시장규모, 주요 인식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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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마련

- 전담부서 신설 및 분산된 산업보안 유관기관 통합, 전담지원기관
및 연구기관 신설 검토

◎ 정부 R&D 사업 등 기술개발 과정을 포함한 연구보안 및 선제적
기술보호 강화
- 개발 진행 중 기술에 대한 제도적 보호(종합계획 등), 대학의 간접비

◎ 정부 R&D지원 영역의 명확화
◎ 중소기업 간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지원 확대

- 기술탈취 목적 M&A에 대한 관리 규정 강화 및 대응 가이드라인

◎ 산업보안 전담기관 (컨트롤타워)의 통합 조정, 관리기능 강화
◈ 해외 산업기술보호 동향

◎ 정부 R&D지원의 포트폴리오 수립

- 국가핵심기술 연구 관련 인력유출 예방차원의 사전관리, 인센티브
등 활성화

정책 대안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 동향 분석, (모듈 2) 다양한 심층분석

◎ 인력(퇴직 인력), 자본(M&A) 통한 유출방지 제도개선
◈ 국내외 산업보안 환경 변화

확인함

<주요 연구내용>

◎ 산학연협력사업(R&D)의 관리체계 고도화

◎ (모듈 1)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에서는 국제 기업 DB를

◎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의 정의와 측정 명확화

기반으로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통해 기술혁신이 생산성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에서는 R&D 간접지원 제도인
중소기업 R&D 조세감면 제도 현황을 주요 국가별로 분석하고
향후 R&D 조세지원제도 방향성 제시하고자 하였음

일부를 보안 목적으로의 사용 의무화, 기술보호 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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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 주요 연구 내용 ]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사례
우리나라
일반인 혁신창업 성공요인
스케일업 문제점
애로요인
환경
진단
사내 벤처
연구원창업

유니콘기업 사례

23

낙관적으로 또는 비관적으로 전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기술 발전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X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미반영, 전망 방법의 한계 및

속도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형성, 기술에 대한 이해관계 반영,

관련 데이터의 부족 등
유니콘 강국
특징

- 합성생물학, 나노소재, 수소경제 모두 장기적으로는 전 분야에

스케일업
방안

확산되어 범용 기술화될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중단기에는 식품
(합성생물학), 디스플레이(나노소재), 전기차(수소경제), 일부 분야를

유니콘 기업
특징

연구책임자 이윤준, 이주량
참여연구원 임채윤, 김선우, 김영환, 정미애, 김지은, 허지수

정책 대안

중심으로 활용될 전망
연구책임자 최병삼
참여연구원 정일영, 이광호, 배용호, 이제영, 홍성민, 김단비,
이예원, 김가은, 추수진, 진설아, 황은혜, 김다은,
이성호

◎ 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과학기술혁신 수요 전망
- 수면과 개인케어, 휴식·레저활동에 대한 시간 투입은 늘어나고,
식사 및 업무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어들고 있음. 헬스케어,
교육, 가사운영 등에 대한 지출액은 늘어나고, 자동차 구매나

◈ 혁신창업 성장지원 정책 과제

파이낸싱, 유류비 등에 대한 지출액은 감소

① 크게 창업시키기

- 모빌리티, 쇼핑과 미디어, 스마트 가전, 헬스케어 등에 대해 미래

-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패키지 지원

과학기술혁신 수요가 크게 달라질 전망

- ‘先 공공액셀러레이팅 + 後 민간액셀러레이팅’ 시스템 구축

◎ 모델링 기반 미래예측: 과학기술의 일자리 영향

- 비즈니스모델 연구센터 설치

- 의사결정 주체의 연구개발 유형, 경쟁국가의 유무 등을 적절히

② 빠르게 성장시키기

모형에 반영한다면 그 영향을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음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다양한 정책 변수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설계와 활용이

- CVC(기업벤처캐피탈) 활성화

향후에도 필요

③ 내실 있게 키우기

◎ 사업 측면에서는 지식기반 구축·공유, 미래지향적 문화 확산, 미래

- 사업계획서 기반 기술혁신-공정혁신-투자 자금 연계지원

연구 목적
◎ 혁신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더 나아가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시키기 위한 스케일업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유니콘기업이 폭증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 건전성·지속가능성 관리

◈ 연구원창업 및 사내벤처 특화 정책 과제
◎ 연구원 창업 특화 ‘성장지원 프로그램 + 교육’ 패키지 지원

- 가젤기업이 많이 뛰놀 수 있는 토대를 우선 구축하고 그 기반위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진짜 유니콘이 탄생하도록 해야 함

연구 목적

◎ 연구소기업의 공공연구기관 최소 지분율 규정 완화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독립분사 기업의 주식 소유 제한 규정
완화
◎ 중소·중견기업의 사내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트렌드 분석과 미래연구 방법론 및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이

◎ 11차년도 주제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효과 전망
- 과학기술 미래전망: 합성생물학, 나노소재, 수소경제에 대한 과거
전망의 오류 분석 및 미래 유망성을 객관적으로 전망
- 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과학기술혁신 수요 전망: 미국 소비자의
시간 사용 및 소비지출 추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 소비패턴과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스케일업 환경 진단 및 국내 스타트업 성장 사례 분석을

혁신 수요를 전망
- 모델링 기반 미래예측: 과학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
레이션

통해 국내 환경 하에서의 스케일업 성공요인 및 애로요인 파악
◎ 유니콘기업 및 유니콘강국 특징과의 비교를 통해 성공요인은 극대화
하고 애로요인은 최소화하는 최적의 스케일업 정책방향 제시

으로 추진 중

◎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의 목적은 기술, 산업 등에 대한 글로벌

직면하게 될 미래를 전망하고 중장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서는 기존의 스타트업 중심 정책에서 스케일업 병행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연구 네트워크 강화 등을 연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지속적

정책 대안
◎ 합성생물학, 나노소재, 수소경제 등 과학기술의 확산을 위해 기술
개발 지원, 테스트베드 등 관련 인프라 제공, 정부 구매 확대, 사회
문제 해결형 정책설계, 부작용/우려 해결, 안전기준 등 제도 정비,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 강화, 객관적인 미래 전망 수행 및 공유,
미래전망 방법론 개선, 데이터 확보/제공 등이 필요
◎ 미래 과학기술 수요 전망을 위해 특허/논문 등 공급 데이터 외에도
시간/지출 등 소비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함
◎ 인공지능이 직업 유형과 특성별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국내
시장 관점에서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한 일자리 대체 효과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 실패로 인한 일자리 감소 효과, 정부의

주요 내용

R&D 정책과 고용지원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 과학기술 미래전망
- 합성생물학, 나노소재, 수소경제 등 과학기술의 미래를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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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혁신 이슈에의 종합적 대응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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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난제 이슈 도출

STEP A

협동연구
A1

A2

A3

국가난제 정의/
분류

지형도 작성/
보완

국가난제 선정
요건 도출/적용

국가난제 선정과 이슈화

STEP B

25

여성 청년연구원의
연구환경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이공계 대학원생 중심으로

◎ 설문조사는 대학의 연구활동 특성을 반영하여 6개 대학을 선정
하였고 공대, 자연대를 모두 포함해 남녀 할당은 절반 정도씩으로
구성
◎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대학원 교육경험 및 여건과 관련하여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연구과제 참여에 대한 자율성과 동료학생 및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수준을 낮게 인식하며, 자신의 연구 진척에 대한 자기

B1

연구책임자 최종화
참여연구원 조용래, 김은아, 이종혁, 이 혁, 오윤환, 양승우,
양현채, 안형준, 홍성주, 진성만, 정우성, 강홍렬,
차종혁

국가난제 선정 검토회의 운영(전문가 참여)

B2

국가난제포럼 구성 및 운영(전문가 참여)
분과회의(1)

분과회의(2)

효능감 수준 또한 낮게 나타남
연구책임자 엄미정
참여연구원 임희진, 최 윤, 김가은

분과회의(3)

2) 학업 애로사항 및 번아웃 증상과 관련하여 여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삶 불균형 관련 어려움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음. 번아웃 상태는
중간 정도였지만,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들의 번아웃 증상이

B3

학술계 중심 대국민 국가난제 이슈 공론화와 확산

B4

법제 기반분과 구성 및 이슈별 검토 토대 마련

STEP C

남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3) 과학기술계 직무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차별 요인은 ‘성별’에 의한 사항이라기

국가난제 해결 방법론 개발

보다 ‘학력’에 관한 사항에 더욱 큰 비중
C1
이론/사례/
방법론 개발

C2

C3

방법론 적용

방법론
보완/완성

4) 진로계획 및 진로 효능감과 관련해서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창업을 희망하는
비중도 월등히 낮았음

협동연구

- 특히 남학생에 비해 비연구직 취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연구 목적

STEP D

이슈 담론화 및 성과 확산

D1

◎ 국가난제의 근저를 구성하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맥락을

D2

D3

학술행사1

학술행사2

발간물 제작/배포

(혁신연구 난제
담론의 장 마련)

(과학기술 법제
담론의 장 마련)

(방법론 매뉴얼,
이슈별 전략보고서)

이해

◎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여성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중요성이

◎ 첫째, 대학원생을 비롯한 학생단계의 학습 및 연구여건을 파악하기

많지 않았음

혁신전략 방향 모색

해결 방법론 개발

정책 대안

더욱 커지고 있으나, 여성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세밀한 정책은

◎ 국가난제에 대한 경제, 사회 시스템적 관점에서의 문제 정의와

◎ 정책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을 통한 다학제적 문제 정의와

연구 목적

◎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이공계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여건과
◎ 4개의 Step들은 4개 Module 체계로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고안

관련한 성별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시각과 관점 정립

선정과 이슈화 - Step C: 국가난제 해결 방법론 개발 – Step D: 이슈
담론화 및 성과 확산의 구조에 의하여 추진함

전반의 취업, 진로와 관련한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여성 이공계
학생들이 직면한 특수성을 고려한 진로 지원책이 필요
◎ 셋째,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및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

- Module Ⅱ: 국가난제지형도 연구로서, Module Ⅰ에서 마련된
이슈 pool 및 관련 핵심 키워드들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구조화

◎ 본 연구는 크게 Step A: 국가난제 이슈 도출 - Step B: 국가난제

◎ 둘째, 여학생들을 위한 롤 모델의 개발과 확산 필요. 이공계 인력

- Module Ⅰ: 국가난제 도출 단계로서,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한 난제의
정의와 분류를 마련함으로써 본 사업에서의 국가난제를 바라보는

주요 내용

위한 실태조사를 기획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

하는 데이터 분석 작업

대학원 단계에도 확대
◎ 넷째, 이공계 연구실의 성차별 문화 개선을 위한 투자 필요

◎ 설문항목을 1) 교육환경, 2) 진로여건, 3) 연구실문화, 4) 과학기술계

◎ 다섯째, 대학원 내의 의사결정 거버넌스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성평등 문화 등으로 구성

해결 노력도 필요. 대학의 연구체제를 연구실과 연구소로 다각화

- Module Ⅲ: 방법론 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로서, 이슈 도출부터

- 교육환경은 잡무부담, 경제적 여건, 과제참여 자율성, 번아웃 상태

하고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의 이공계 대학원이

솔루션 개발까지의 전체 연구 프로세스를 관통하는 범용적인 방법

등이 포함되었고 진로여건은 희망진로, 진로 효능감 등의 항목을

가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파격적인 해결

론의 개발 수행

포함

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Module Ⅳ: 산출된 성과 확산으로, 정책 발간물 간행, 국가난제

- 연구실 문화 관련해서는 동료와 상호작용, 연구실 내 차별 현황

공론화를 위한 행사 개최를 통한 전문가를 포함한 대국민 성과

등을 포함하였고 과학기술계 성평등 문화 관련해서는 성역할

확산활동 수행

인식, 기회평등 정도,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정도, 성폭력 실태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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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론티어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사 및
국내적용 방안 탐색

- 해외 선도적 연구센터(COE) 특징 및 유형 분석 및 이에 기반한 변천
과정 분석
- 출연(연) 혁신네트워크 포럼 운영을 통한 상향식 정책의제 발굴
모델 개발

◎ (혁신정책) 한일 돌봄로봇 과학기술정책 현황 및 특징 비교

27

실험실창업의
고용 창출 파급효과 분석

- 한국 돌봄로봇 특허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일본·미국과 비교하여

◎ (국제협력) 비세그라드 4개국 과학기술혁신활동 현황·특성 분석

그룹의 평균 업력은 3.82년, 고용 3.76명(고용이 평균 이상 기업),
평균업력이 4.08년, 고용은 0.41명(매출이 평균 이상 기업)에

으로 확인됨
◈ 실험실창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 관점에서 내재화 전략을 채택
- 한국은 돌봄로봇 육성 방안에 따라 2019년 관련 사업에 본격 착수

성장, 기타)으로 분류한 결과 각각 11.3%, 23.1%, 65.5%로 구성됨
◎ 고성장 그룹의 평균업력은 5.3년, 고용은 5.88명, 잠재적 성장

해당하였으며, 기타 그룹 기업은 평균 업력 2.72년, 고용 0.44명

상대적으로 미약
- 일본은 돌봄로봇 연구개발 강화를 비롯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연구책임자 조용래, 하태정
참여연구원 장진규, 이세준, 정일영, 장필성, 성경모, 이종혁,
김가은, 김인호

◎ 이들 기업을 매출과 고용 수준에 따라 3개의 그룹(고성장, 잠재적

연구책임자 전지은
참여연구원 김선우

으로 기술이전 또는 출자에서 시작되고, 이는 창업과 고용 창출을
프로세스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으므로 동태적 관점에서 정부지원

및 협력전략 도출

및 민간투자, 매출, 고용 간의 정량적 메커니즘 도출 및 파급효과를

- 비세그라드 4개국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과학기술

분석함
◎ 기술이전, 창업, 성과의 체계 파악을 위해 실험실창업, 고용, 매출 간의

혁신 연계가 부족
- 한·비세그라드 관심 연구분야 및 국가 간 협력관계가 상이하여

관계 분석을 함

지속적 협력에 장애

- 분석결과 실험실창업의 성과 창출 메커니즘이 ‘정부지원 및 민간

- 비세그라드 4개국 국내적으로 중요하거나 강점이 있는 연구분야

투자⇄고용→매출’로 구성되어 있고 고용이 실험실창업에 있어

에서 협력을 추진

성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실험실창업에 외부 투입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정부지원 및

정책 대안

민간투자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실험실창업의 정책적

◎ (역사고찰)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 3개 이슈를 도출하고 국방

지원이 고용과 매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

R&D 정책 개선을 제안

- 고용이 외부투자(정부지원 및 민간투자를)를 3년 뒤 최대로 증가

- (이슈 1) 혁신주체들의 새로운 R&R: 국가 출연(연) 운영의 선도적

연구 목적
◎ 한국 고유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역사적 맥락 고찰을 통한 특징
및 한계점 도출
◎ 이를 토대로 한국에 아직 소개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전환을 위해 새롭게 조명해야 선도적 정책과제를 발굴
- (혁신제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선도적 연구 혁신모형 탐색
- (혁신정책) 프론티어 기술(FT) 적용 산업혁신정책 조사
- (국제협력) 한-비세그라드 과학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제도 탐색
- (이슈 2) 산업기술 정책 요소: FT 산업혁신정책 조사, 분석

◎ (역사고찰) 한국 고유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고찰 및 시사점 도출
- 과학기술 역량은 양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질적 측면
에서 격차 존재
- 근래 과학기술혁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요구됨
-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전환이 필요
- 과학기술혁신정책 사례로 국방R&D를 분석하였으나 한국 고유의
강점과 특징이 부재

◎ (혁신제도) 출연(연)의 선도적 혁신연구를 위한 모형 탐색 및 발굴
- 세계 각 국은 우수 연구실(COE) 및 연구 거점 중점 육성 정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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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 국방R&D를 정부 주도에서 관민 공동으로 전환하고 연구시스템
선진화 추진

◎ (혁신제도) 우수연구그룹 혁신사례 공유를 통한 출연(연) 혁신
고도화
- 국가 R&D 혁신방향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출연(연) 선도적 연구
혁신 모형 탐색

◈ 국가 R&D 투자의 성과인 대학 및 출연(연)의 공공기술에 기반한

유치하는 효과가 매출보다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며,

실험실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실험실창업과 고용 간의 파급

반대로 민간투자와 정부지원이 고용을 1~2년 사이에 증가시키는

효과 분석

효과가 있음을 보임

◎ 실험실창업의 고용 창출 메커니즘 파악을 위해 정부지원 및 민간
투자를 통해 고용과 매출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함
◎ 메커니즘 간의 파급효과 발생에 소요되는 시간 추정을 통해 정량적

◈ 이 연구에서는 실험실창업에서 고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 (혁신정책) 돌봄 로봇 기술수준 제고 및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 돌봄 로봇 기술 도입을 위한 급여 정책의 전환 및 혁신조달 제도의
활용
- 근거 기반 실증연구 및 돌봄 부담 경감의 정량적 평가 도구 개발 필요

◎ (국제협력) 한-비세그라드 4개국 협력모델 발굴 및 협력 활성화
- 비세그라드 4개국 과학기술협력 기획사업 및 DB 구축사업 추진
- 비세그라드 4개국 과학기술협력 사업 구조개선 및 지속적 협력을
위한 유인책 모색

정책 대안

메커니즘을 제시함

확산

제도·조직 측면별 대안 도출
- 돌봄 환경과 수요자 특성 파악을 통한 독자적 원천 기술 확보

뒤에 최대로 증가, 매출은 고용을 2년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 즉, 고용이 우수한 기업이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 등 외부투자를

- (이슈 3) 핵심 역량개발: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 개발

- 우수연구그룹 혁신사례를 중심으로 선도적 연구혁신모형 공유 및

주요 내용

시키고 매출은 4년, 민간투자와 정부지원은 고용을 각각 1년, 2년

나타났으며, 정부의 정책적 자금보다는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주요 내용

실험실창업이 더 빠른 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밝혔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실험실창업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되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전이나 출자를 받아 설립된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관련
기업의 현황 파악 및 고용 창출 메커니즘을 분석함
◈ 실험실창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없으나, 이
연구에서 파악한 177개의 실험실창업 기업의 평균 업력은 3.2년,

◎ 실험실창업 기업의 우수한 인재 지원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
◎ 실험실창업 기업의 성과 창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밝힘으로써
정책적 지원을 통한 성과에 대한 기다림이 요구됨
◎ 정부지원보다는 민간투자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므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고용은 평균 2.03명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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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술시스템
전환전략 연구사업(5차년도)

◎ 지역 사회문제 해결과 시스템 전환에서 출발하는 지역혁신정책
방향 제시

◈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 분석과 사회혁신 관련 주요 사례·이슈 분석
◎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 분석과 사례 분석
◎ 사회적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의 특성 분석과 적용

29

국공립연구기관의
역할 재도약을 위한
이슈 탐색연구

- (R&D 예산과 성과) 국공립연구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측정지표가 없으며, 과도한 중복평가로 인해 평가부담 초래
- (연구기관 운영체계)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연구자의 전문성
약화, 장기연구의 지속성 결여, 행정부담 가중 등의 운영 상 문제
발생

◎ 전환적 지역혁신과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 대안

◎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혁신활동 경험과 과제
연구책임자 송위진, 이주량
참여연구원 성지은, 정미애, 김수은, 이주량, 박희제, 정병걸,
한재각, 이정필, 하바라, 한규영

◎ 일선 행정혁신과 리빙랩

연구책임자 이주량
참여연구원 남재작, 임영훈, 추수진, 김가은

◎ 국공립연구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안
- 국공립연구기관이 단기적으로 산업기초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

정책 대안

으로 산업고도화를 이끌어가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서의 명확한 미션 부여

◈ 지역전환을 위한 임무지향적 혁신 프로그램 운영

- 기관의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한 단일 평가제도 사례로 행정부담

◎ 다양한 실험을 연계하고 전환 플랫폼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문제 해결형 혁신 사업들을 종합해서 지역의

- 연구직의 자기 정체성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시스템 전환을 위한 임무지향적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

- 연구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특별채용 확대로 우수인력 확보
- R&D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부처 정책대응과 연구개발 간 업무의

◈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융합형 산업’ 형성을 형성하는 ‘분야융합형

균형 회복

정책’ 추진
◎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하는 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업활동을 새로운 산업 혁신궤적을 형성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연구 목적

있음

연구 목적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협업할 이유가 없는 분야와 산업을 문제

◈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혁신정책
3.0)인 ‘시스템 전환론’과 ‘전환적 혁신정책론’에 입각해 기존 혁신
정책의 재구성과 정책 방안 탐구

해결을 위해 조직화
- 이를 통해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혁신정책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음

◈ 5차년도 과제에서는 지역혁신정책을 대상으로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작업과 관련 이슈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정부조직으로서 국공립연구기관이 직면한 위기요인과 공통이슈를
도출하고 구조화하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립
-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기능 강화와 연구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개선사항 도출

◈ 전환지향 중간조직의 새로운 운영 모델 개발

- 국공립(연)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 방향 제안

◎ 전환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의 공식화·형식화된 활동과 현장기반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주요 내용

거버넌스 방식에 대한 다양한 모델개발

주요 내용

◎ 공공성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업하면서도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
◈ 시스템 전환, 전환적 혁신정책과 지역혁신 연구

지고 그것이 상호학습 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적 틀에 입각한 전환

◎ 지역 도전과제 해결과 전환에서 출발하는 지역혁신 정책 이론 연구

지향 중간조직 운영

- 지역 산업 육성이 아니라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서 시작하는 전환적
지역혁신론 검토

◎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혁신사례 분석
-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과기정통부 ‘지역수요 맞춤형 R&D 사업’,
산업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사업’ 등 지역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분석
- 시스템 전환 관점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혁신 사례 분석
046

◎ 국공립연구기관의 현황 및 특징
- 국공립연구기관의 주요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실용연구형 / 정책
지원형)
- 국공립연구기관은 연구수행의 안정성과 제도운영의 경직성이
동시 발생

◎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쟁점들
- (기관의 임무와 제도) 기관의 정체성 중복으로 연구 집중도 약화,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 저하, 승진과 인사제도의 불합리 등의
제도적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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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신북방·신남방정책 기조 하의
과학기술혁신(STI) 협력 전략
: 클러스터 기반 협력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송치웅
참여연구원 김기국, 임덕순, 최해옥, 김은주, 이혜진, 손은정,
조소영, 윤여진

◎ 중장기 전략의 구축
- 협력 대상국과의 5년 또는 10년 단위 협력 기본계획 즉, 마스터
플랜 수립
- 이를 바탕으로 협력 로드맵(roadmap)에 따른 체계적 협력 추진

◎ 클러스터 협력을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협력 대상국의 경제사회

31

2019년도 글로벌 도전과제의
과학기술혁신협력에 관한 연구

발전 도모

◎ 생물다양성 분야의 정책대응방향
- 국·내외 과학기술혁신협력 확대 목적의 생명소재산업 혁신위원회
설립
- 생명자원 부국·빈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략적 협력 추진
- 우리나라의 고의존 생명자원 보유국과의 ODA 연계형 협력사업
개발

◈ 국가별 협력방향

- 사회문제 해결형 한·중 생물자원 협력체계 구축

◎ 러시아

-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사회의 역량강화 협력사업 추진

- 우수한 기초연구 역량(인적 자원 및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적
실험 수행
- 에너지·광물 의존도를 활용하여 자본재로 전환하는 기술적 시도의

연구책임자 박환일
참여연구원 장용석, 장진규, 임영훈, 성경모, 백서인, 이선아,
이향희, 김지은, 안지용

공동 추진

◎ 신종 감염병 분야의 정책대응방향
- 신기술 기반 감염병 대응 글로벌 공동연구사업 기획 및 수행
- 해외 로컬 랩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 ODA와 감염병 R&D 사업의 연계를 통한 개도국 혁신 지원

◎ 베트남

-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베트남의 기술역량 제고를 목표로 명시

- 감염병 모델링 및 시나리오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의 생산 역량 강화, 협력 및 투자 확대로 연계

◎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경제정책 이해도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 글 로벌 도전과제는 발생경로와 영향 측면에서 상호 밀접한

-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 및 비즈니스 관계를 활용한 협력 방안 모색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도 상호 연계하여

◎ 인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

- 양국 간 기술적 보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초점
- 이제까지 부족했던 인도 대상 과학기술 정책연구 확대

정책 대안

- 지속적인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중장기 협력 진행
- 바이오산업 분야의 협력 추진 모색 등을 통한 협력 플랫폼 구축

연구 목적

연구 목적
정책 대안

- 역대 정부에서 이어온 북방 및 남방 권역 협력 관계 및 전략을
재편·다변화하여 추진 중인 신북방·신남방정책에서 과학기술
혁신 협력 전략의 방향 정립 필요
-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슈와 도전과제 증대에 따라
‘기술’ 또는 ‘기술경쟁’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대전략의 수립 시점 도래
- 따라서 ‘기술혁신’ 관점에서 ‘기술’ 기반의 포용적 혁신을 통한
공동번영 추구를 위해 ‘클러스터’ 기반의 신북방·신남방 과학기술
협력 방안 제안

분석
◎ 1) 물·에너지·식량 고갈, 2)생물다양성 감소, 3)신종 감염병 발생

◎ 혁신 공간으로서 클러스터 기반 합작 프로젝트 도출
- 한-러 합작 유니콘 프로젝트(스콜코보 혁신센터)
- 한-러 합작 자동차 제조 프로젝트(이노폴리스)
- 한-베 R&D 및 IT 센터 설립(호아락 하이테크파크)

◎ 마스터플랜(Master-plan) 기반의 중장기 협력 로드맵 수립

및 확산 등 글로벌 도전과제의 이슈 분석과 이에 대한 과학기술협력
관점에서의 대응 방향 제시
◎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도전과제 관련 협력의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된 세부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2년차에
수행 예정)

- 러시아, 베트남 및 인도 대상의 중장기 협력전략 구축

- 공동연구 프로그램(가칭 K-FP) 도입
- 고급 과학기술자 유치 및 교류 프로그램

◈ 중점 협력방향
◎ ‘Cluster-Inbound’ 전략
- 협력 대상국 중점 육성 클러스터 내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 대상국의 기업, 대학 및 연구소의 국내 클러스터 입주도 추진

◎ ‘Cluster-Network’ 전략
- 국내 주요 클러스터와 협력 대상국 주요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 클러스터 연계형 지역개발 프로그램 도출

워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첫 번째 대응방향으로 설정함
-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적 역량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정책적 기반에 대해서
중요성 언급
-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ODA와 전략적,

◎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과학기술혁신 측면에서의 협력 방향

주요 내용

- Frontier-Technology 연구 및 정책센터

주요 내용

- 3개의 도전과제는 모두 우리나라가 지행해야 할 글로벌 네트

지역적 연계를 통해 효과성 제고 강조

- 마스터플랜의 핵심 구성 요소

◎ 클러스터 연계형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 WEF 넥서스, 생물다양성, 신종감염병 각 모듈별로 제시한 대응방향

- 글로벌 네트워크 속으로 진입 필요
- 우리만의 특화된 데이터와 분석역량을 함양하고 보유

◎ WEF* 넥서스 분야의 정책대응방향

- 도전과제에 대한 명확한 협력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타겟팅 필요

- 국제 과학기술 및 지식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이론/과학 선진화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협력전략과 연계 필요

- 양질 데이터 구축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정책기반 마련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프로젝트

- 아시아 중심의 국제 이니셔티브 구축과 리더십 확보

- 한-베 특별혁신지구 조성(하노이)

- 과학적 자원관리를 위한 정부정책의 협력체계 수립

- 인도 동북부 7개주 개발협력 프로젝트

- ODA와 WEF 넥서스 연계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확대
* WEF(Water, Energy, Food)

구축 통한 협력 추진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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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과학기술 ODA 실태분석 및
전략적 추진방향

- 정부의 또 다른 핵심 이슈중 하나로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활성화 방안 및 사례 분석

정책 대안

33

2019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과학기술혁신단지 및 신·유망기술(ICT 중심)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제공
- 인도네시아(국립과학원 연구개발 전략계획 평가 및 과학기술단지
발전방안 수립):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제공, 한-인니 과학기술혁신 협력을
통해 우호관계 증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후 후속 자문

◎ SDGs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 캄보디아(국가기술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자원 지원방식 확장 필요
연구책임자 김왕동
참여연구원 이정원, 임덕순, 김기국, 선인경, 강희종, 김은주,
권소현, 전병우, 이선아

◎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 간의 통계분석 방법론 통일성 제고 필요
◎ 한국으로부터의 선진 과학기술 도입이 개도국의 산업생태계를

캄보디아 최초 과학기술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기술전략 역량 강화,
연구책임자 김왕동
참여연구원 송치웅, 이정원, 임덕순, 선인경, 김은주, 권소현,
김민정, 김지은, 안지용, 이향희, 전병우, 조소영,
최용인

파괴하지 않도록 사업형성단계부터 기술 적정성 평가 필요

신남방 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 분야 발굴 및 협력 기회
창출에 기여
- 스리랑카(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법·제도 체계 개선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 과학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평가와
과학기술 자원(인력, 시설, 제도, 거버넌스 등) 분석을 통한 과기정책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내부에 과학기술 ODA 전담 추진기구

전략 개발

설립, NST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간 ODA 추진협의회, 과학기술

- 아제르바이잔(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정책

ODA 전문기관 지정 필요

자문): ANAS-HTP 및 산학연 기술이전 핵심 인력의 기술이전 및

◎ 국내 R&D와 과학기술 ODA간 연계가 일방적 시혜적 관점보다

사업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한국 과학기술단지 관리 운영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

경험 공유 및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 코칭 통해 ANAS-HTP 발전
전략 수립 지원, CIS 국가 대상 신북방 정책 추진의 교두보 역할

◎ 사업시행 초기 기획단계 및 수요조사 단계부터 관련 기관들 간

수행 기대

적극적 협력 필요

- 베트남(기술예측 및 과학기술혁신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이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의 공동기획과

연구 목적
◎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ODA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정부의 핵
심 이슈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과학기술 ODA의 정체성 확립과 증
거기반의 정책 수립 및 정부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함

강화): 국가 발전계획과 과학기술계획, 실행전략 간의 연계성

공동 사업수행, 공동 사업관리 등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목적

강화를 위한 기술예측 역량 강화, 베트남 정부의 공식 국가기술

필요

◎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모델에 대한

예측 사업 수행을 위한 가이드북 제공 및 실행 계획 수립에 기여

개도국의 관심 증가
◎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정책자문, 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에 기여
◎ 이 사업은 포괄적인 정책방향 제시를 넘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 네트워킹 구축
- 과학기술 ODA 포럼 개최
- 홍보 및 확산: 홈페이지, 페이스북 운영, 학회 참석 및 저널 기고,
대중매체 홍보

구체적인 방법론 및 실무능력 배양에 중점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음
- 과학기술 ODA 개념 틀 정립과 관련된 것으로 과학기술 ODA의
개념과 특징과 유형 파악
- 과학기술 ODA 예산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측정지표 및 방법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선진국(미국, 일본, 중국, EU 등)과의
국제비교가 가능한 ODA 측정지표 및 방법론을 제시
- 과학기술 ODA 주요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 ODA의
성공요인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
- 정부의 핵심 이슈중 하나인 국내 R&D 성과와 과학기술 ODA의
연계방안 제안

052

◎ 정책자문 사업(8개국) 진행
- 탄자니아(국가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탄자니아 3개
전략 산업(면직 산업, 농업, 광업)에 대한 기술로드맵 초안 도출 및
연구개발기획 역량 제고에 기여
- 튀니지(국가기술이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 튀니지 기술
이전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지원 및 핵심 인력들의
실무 역량강화, 한-아프리카 과학기술혁신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기여
- 우간다(과학기술혁신 시스템 및 과기단지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
우간다의 산학협력, R&D 성과 창업·기술사업화, 연구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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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안
◎ 2019년에는 8개국 정책자문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0년에
는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6개국* 정책자문 사업으로 진행 예정
-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 2019년(1차 년도)에는 특정 주제에 대한 방법론 전수, 역량강화
워크숍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0년도(2차 년도)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계획) 초안 작성 및 전달에 중점을 둘 예정
◎ 홍보 및 확산을 위한 네트워킹 사업의 경우, 연구결과의 확산에
주력 예정
◎ ODA 자체 평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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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의 기업 R&D
선정평가모형 구축 및 도입방안
연구: 인공지능 방법론의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장필성
참여연구원 오승환, 이제영, 서현정, 곽기현, 윤정섭, 송창현

◎ 인공지능 기반 R&D 선정 프로세스 도입 인식조사
- 관계 전문가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방법론을 R&D 선정
평가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인식 조사를 수행함
- 데이터 기반의 평가 기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의
응답자들이 필요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35

과학·기술·혁신
스코어보드 구축 방향

나타났음

- 비교 결과 조정 부문, 기업 지원제도 효율성이 하락하여, 한국의
STI 경쟁력 변동에서 순위가 가장 낮아질 것으로 예측
- 이를 사례로, 심층 분석 결과와 기존 정부 정책을 참조하여 창업
규제와 관련된 정책 이슈를 도출할 수 있음을 예시로 제시
- 핵심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기술혁신 활동 분석 목표와 DB 확보·
연계 전략 설정

- 인 공지능 선정모형의 필요 요건으로 예측 정확성보다 설명

- STI DB의 보완 및 개편 운영 방안과 정책연구에의 활용 전략 제안

가능성이 높게 평가됨
- 인공지능 모형의 활용 방안으로 직접 선정보다는 전문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

연구책임자 강희종
참여연구원 김기국, 이 혁

정책 대안

◎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과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 연구
-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효과 분석결과, 평균적으로 정(+)의

◎ 증거기반 정책 이슈 도출에 기반한 STI 정책 수립 추진

효과가 높게 나타나지만 부(-)의 효과를 가지는 기업들도 다수

- 국가 수준의 STI 역량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포착이 중요

존재하여 기업 특성에 따라 지원 효과의 이질성이 큰 것으로 확인

- 이에 기반이 되는 모니터링 지표체계 연구, 지표 데이터 수집,

되었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DB 구축 및 운영 필요

- 정부지원효과는 비선형적 관계를 모델링 할 수 있는 머신러닝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
- 의사결정트리 모형 및 딥러닝 모형 등을 적용한 시범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향후 데이터 기반 선정모형 접근의 필요 시사점 도출

정책 대안
연구 목적

연구 목적
◎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선정 모형 도입 전략 방향성

◎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기업 R&D 선정평가

- 정성적 평가 중심의 선정평가에 데이터 기반 평가의 도입 필요

◎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혁신 활동 전반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혁신

체계의 도입을 위한 전략 및 과제 발굴

- 승자선정(winner picking)이 아닌 정책효과 극대화 지향 필요

활동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한 새로운 정책 이슈 발굴 방안 모색

-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 데이터 기반 평가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 필요(특정 지표, 특정

- 국가 수준의 STI 역량 모니터링을 위한 생태계 모델 STI 스코어

데이터에 기반하여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효과를 제고할

대상 우선 적용 → 특정 사업 → 예측 불확실성 높은 기업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데이터 기반으로 기업지원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인공지능)기법의 개발 및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보드 체계 제안
-이
 를 기반으로 내외부 DB를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STI 경쟁력 평가,

◎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선정 모형 개발 방향
- 정책효과 예측을 위한 결정요인 탐색 연구 및 관련 DB 구축의 필요

경쟁력 추정, 경쟁력 전망, 경쟁력 변동 분석을 통해 정책이슈를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

- 예 측력과 설명가능성이 높고 악용이 어려운 복합적 모형을
활용한 접근이 필요

주요 내용
◎ 정부의 기업 지원 R&D 선정 현황 및 데이터 기반 접근 필요성
- 전문가 기반의 정성적 평가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량적 접근 및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크게 부족
- 현재 평가 지표들의 경우 사업화 가능성이나 기술성 등을 비교
하여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구조

- 평가 목적과 예측 가능성 여부에 따른 모형 세분화 접근 필요

주요 내용
◎ STI 스코어보드 및 내외부 DB를 이용한 정책이슈 도출(예시)
-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STI 스코어보드 산출
- 선형 추정을 통해 STI 경쟁력 추정
- 전문가 설문을 통해 조사한 미래 환경 변화 이슈 중, 장기 저성장
이슈 설문 결과로 STI 경쟁력 전망치 산출

- 승자 선정이 아닌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정을 위해서는
더욱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중요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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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력의 전체 경력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2019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신규박사조사,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

: 신규 박사의 노동시장 진입경로
조사 기획

초기 경력 개발 과정에 대한 추적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

통계조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사인력활동조사 등 기존
통계와의 연계가 가능하면서 4~5년간 지속 추적이 가능한 방향
으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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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기업혁신조사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 한국기업혁신조사의 동향과 활용 -

2019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증거 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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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기업혁신 조사 활용
- 제5장: 혁신유형을 활용한 정부 규제 영향 분석
- 제6장: 정부 R&D 수혜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 제7장: 의사결정트리 기반 혁신기업 특성 분석
- 제8장: 고성장 스타터업의 혁신 특성 분석
- 제9장: 산업특성에 따른 기술확보전략 효과 분석

- 이공계 인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박사후과정, 연구개발 관련 일자리
정보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 박기범
참여연구원 김지선

◎ 신규 학위 취득자들의 경력 경로 조사
- 2017년 8월 및 2018년 2월 박사학위 취득자 중, 졸업 이후 추적

연구책임자 장필성, 강희종
참여연구원 오승환, 나다영, 이계오, 조길수, 이정민, 유재연,
송창현

조사에 동의한 4,608명 중 1,000명 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정책 대안
◎ 기업혁신조사 개선 방향
- 2, 3장: 오슬로 매뉴얼 개정 반영 및 기업혁신조사 종단성 강화

파일럿 조사 실시

추진 필요

- 학위 취득 이후 조사 시점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경력 변화 관찰

◎ 기업혁신 조사 활용 연구 주요 시사점

- 이공계 박사의 약 76%에 해당하는 3,800여 명이 박사후과정으로

- 5장: 기업혁신 특성에 따라 규제 효과 및 인식에 대한 큰 차이가

경력을 시작하고, 이 중 약 60%는 학위 취득 후 1~2년 기간 동안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시

다른 일자리로 이직

혁신특성에 따른 규제 목적 및 대상의 세분화 필요
- 6장: 국가연구개발활동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

◎ 박사인력활동조사의 부가 조사

났으며, 향후 기업혁신조사 자료와 국가연구개발활동 자료의

- 신규 학위 취득자들의 경력 경로와 동일하게 설계된 조사를 박사

체계적 연계를 통한 심층 분석 필요성 제기

인력활동조사 대상 중 1,000명을 추출하여 경력 경로의 시기적

- 7장: 머신러닝(의사결정트리) 방법론을 바탕으로 정부지원 및

변화를 분석

연구 목적

연구 목적

규제제도 개선을 논의함에 있어서 보다 정밀한 타겟팅을 고려한
정책의 fine-tuning의 필요성 제기

◎ STEPI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신규 기획

정책 대안

- STEPI의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박사급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기초통계를 제공해 왔으나,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조사 기획 필요
- 박사학위 취득 이후,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정책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조사의 기획
- 기존 통계와의 연계 및 정책적 활용 가능성 탐구

◎ 이 보고서는 「한국기업혁신조사」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분석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

◎ 신규 박사인력 추적 조사의 필요성

커뮤니티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비록 추정이나마 학위 취득 이후 박사후과정 진입 인력 규모를

◎ 데이터 생산 및 활용을 둘러싼 혁신연구의 최신 동향을 정리하였

추산할 수 있었으며, 정책 기반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으며, 2020년 조사 개선을 위한 사전 연구와 혁신기업조사 자료를

3년 이상의 추적 관찰 필요

활용한 분석사례를 제공

- 8장: 고성장 스타트업의 일반 스타트업 대비 혁신 특성을 분석하
였으며, 지원을 위한 공정 혁신 중요성 발굴
- 9장: 기술적 복잡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중소 제조 기업의 경우엔
위험분담 등 공동개발의 장점은 부각시키면서도 공동개발의
단점인 기술유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필요성 제기

- 정부도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정기적인 종단조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 제안한 추적 조사는 학위 취득 이후 4~5년간의 노동

주요 내용
◎ 신규 기획의 방향
-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단계별로 교육, 노동, R&D, 산업 등

주요 내용

시장 진입 경로 추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조사 결과와 연계할 경우,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신진

◎ 제1부 기업혁신 조사 동향

인력 경력 데이터를 제공하여 증거 기반 과학기술인력정책 수립에

- 제1장: 개요와 구성 소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제2장: 오슬로 매뉴얼 개정과 주요 내용

주제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통계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 제3장: 2020년 기업혁신조사 개정을 위한 연구

제한된 표본 조사이거나 연계가 어렵고 부문별 이동에 관한 정보가

- 제4장: 혁신조사 관련 연구동향

없어 정책적 활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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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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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39

2019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사업
: 스마트 모빌리티

- 글로벌 혁신 스코어보드 체계 및 방법론 소개

- 기술 경쟁력은 낮지만, 시장 경쟁력이 강하고 강력한 정부 정책
으로 장애요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법령 개정 및 도입 속도가
빠름

◎ 중국 모빌리티 쉐어링 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들 이 주요 플레이어들로 정착 중임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정립되어 토종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함

- 2019년 글로벌 혁신 산출
연구책임자 황석원
참여연구원 강희종, 서현정, 김영린, 김지선

- 주요국 혁신역량 변화 비교

◎ 중국의 공중교통 분야는 유무인 항공기 개발과 함께 다른 산업과의
연구책임자 백서인, 박환일
참여연구원 손은정, 최용인, 김민정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정
 부는 적극적인 산업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기업은 혁신기술 개발
및 흡수와 관련 기업의 공중교통 밸류체인 참여를 통해 미래

정책 대안

시장을 준비함

◎ 중국 하이퍼루프는 일대일로 전략과 함께 아시아 및 전세계 교통

◎ 연구개발투자와 특허성과, 고용 창출 모두 기업규모와 산업, 지역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보임

- 그러나 기존 철도 노선과의 중복 및 경쟁, 불명확한 기술 경쟁

◎ 연구개발투자의 증가에 비해 특허 건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고비용

우위, 상업화에 대비한 개방적 협력 미흡 등이 장애 요인임

구조로의 전환을 보여줌
◎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과 매출, 영업이익의 증가는

◎ 중국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은 ∆(정책)데이터, 네거티브

향후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에 있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이며 향후

규제, 수요 창출전략, ∆(시장)거대한 내수시장과 자국 기업 보호,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해 다양성 확보가 필요함

∆(기술)경쟁력 있는 혁신 주체, ∆(지역역량)우수한 지역 혁신 시스템

◎ (고성장 기업 자금조달 원천) 최근 5년 간 고성장 기업의 약 80%

구축임

이상이 자체이익으로 제품개발 및 시장 진입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연구 목적

2019년 현재 이 수치가 60% 수준으로 매우 하락하고 외부 투자

연구 목적

및 정부보조금 등이 상승하여 시장상황 악화로 여겨짐
◎ 기업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구축 및
분석하여 제공
- 기업혁신활동 및 성과를 미시적 수준에서 수집 및 DB화
- 이를 기업, 연구자 등에게 기초통계 자료로 제공

◎ 고성장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량적, 정성적 혁신
특성 도출
- 고성장 기업 DB를 구축하고 분석방법론 연구

◎ 생태계 모델 지표체계를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파악
- 한국의 혁신역량 변화 모니터링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환경특성 – 장애요인) 시장개척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고성장 기업이 약 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중국은 스마트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에 있음

◎ (장애요인 – 시장개척) 일반기업이 자금부족을 가장 큰 혁신의

- 연구 문제 1. 중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어떠한 정책 특성을

장애요인이라 보고한 반면, 고성장기업의 경우 시장개척에의

지니고 있는가? 지역별로 어떠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느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보고(65%)함

곳이 중국내 혁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 정부는 기업이 적극적인 혁신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도, 환경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하락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인공지능
등 기계 대체에 의한 고용 감소, 치열한 경쟁,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 연구 문제 2. 중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경쟁력은 어떠

정책 대안
◎ 기술·혁신·경쟁 우위를 고려한 맞춤형 연구개발(R&D) 체계 구축
◎ 이동과 공간을 고려한 통합적 모빌리티 서비스 설계
◎ 사용자 중심·미래지향적 다각도(수평·수직) 규제 혁파
◎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한 혁신 경쟁력 강화

한가? 어떠한 장점과 단점, 위협과 기회요인이 존재 하는가?
- 연구 문제 3. 중국의 성공 요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학습할 수 있고

◎ ‘산·학·연· + 사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R&D 체계 구축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국의 대중국 모빌리티 전략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 것인가?

심화, 저성장, 초고령화 등 미래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슈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

주요 내용

워지는 가운데 GIS로 평가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점차

주요 내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 중국 자율주행차는 ‘stand alone’형태보다는 ‘connected’형태로

- 연구개발투자 동향 조사 및 분석(고용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등)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 리더십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기술

- 특허 동향 조사 및 분석(고용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등)

우회 전략으로 보여짐

- 주요 성과 추이 조사 및 분석(R&D, 특허, 종사자 수, 급여, 자본, 매출)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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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사업 방향

2020년도 연구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연구개발 대혁신 방안 및 차세대 혁신시스템 설계 전략 제시
둘째, 미래 유망기술 발전전략 선도 및 과학기술 기반 산업생태계 구현 방안 제시
셋째, 혁신주도의 지역·사회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혁신 관련 우선 추진 정책방안 제시
넷째, 글로벌 혁신의제 선도를 위한 의제 발굴 추진 및 개도국 협력사업 강화

국가 혁신 이슈에의 종합적 대응과 전략연구

이에 따라 국가혁신전략 수립을 통해

국가가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 문제의 난이도와 복잡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혁신이슈에

미래 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 국가전략 재편에 기여하고자 하며,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혁신 창업 및 기업가정신, 기술규제 개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R&D 대혁신 방안 및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방안 제시에 노력하여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빠른 기술변화 속도와 정책 환경의 높은

“국민에게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Think-Tank”를 실현하고자 한다.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공공기술 기반 창업 지원제도,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관련된 과학기술정책 방향 모색,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전략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 R&D 대혁신 방안연구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4차 사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연구개발

글로벌 협력 연구

투자의 효과성 및 내실화를 통한 국가 R&D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이슈별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수 있는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 혁신 방안, 정부

제언하고, 포용적 개발협력 시대에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 활성화

R&D 사업체계 진단 및 정책 대안, 혁신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 R&D제도 개선

전략과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발전 경험을 공유해 SDGs시대의 글로벌 STI

방안, 기초연구사업 확대의 영향 진단과 정책 방향, 블록체인 기반 연구데이터

개발협력 변화 추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과기혁신 기반 경제

플랫폼 구축 방안,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 시스템 중심

성장 달성을 위한 국제기술혁신협력 연구를 통해 개도국의 과학기술 인프라

혁신정책 평가체계 구축과 활용방안, 과학기술 행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구축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개도국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국내외 기관

활용 방안,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의 사회혁신조직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등을 수행하고 있다.

미래 신산업 및 혁신기업 지역혁신 연구

064

디지털 기술, 경제사회 환경의 불확실성과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에 직면하여 새로운 기회

증거 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연구

발굴과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활용 강국을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 지원에 대한

향한 과학기술정책 제고 전략, 전략자원의 글로벌 Tech-Knowledge 패권 경쟁과 한국의 경쟁력

대응이 필요하며, 증거 기반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

확보,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R&D 전략의 전환, 전환시대 지역혁신생태계에서 선도

부문의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5G, AI, 블록체인 등을

기업의 역할과 기여, 신한류의 혁신 원천 분석, 4차산업혁명 시대 연구중심대학 경쟁력 확충 방안,

중심으로 한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기술비지정형 R&D 예타 세부 추진

글로벌 데카콘 기업의 성장경로 분석, 혁신 경쟁력 확충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전략 연구, 과학기술

전략 조사 개선을 위한 연구, 기업지원 R&D사업의 맵핑(mapping)을 통한 기술비지정형 예비

기반 미래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구축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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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위진
오승환, 이주량
박환일
배용호, 최종화

김선우, 임채윤
김영환
이광호
하태정, 양승우

선인경, 김왕동

이정우, 강희종
이 혁
백서인, 박환일
정장훈
최이중, 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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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 공무원 연수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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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관 주요활동

러시아벤처컴퍼니 대표단 방문

07.15.~18.

과학기술정책포럼

STEPI 국제 심포지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책 이슈 발굴 및 확산, 정부부처와의 공동기획을 통한 국가 정책의제 지원 역할

주제

개발협력의 새로운 파트너십

일시

2019년 12월 11일

강화, 과학기술정책의 대중성 강화와 기관 위상 제고를 목표로 연구단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장소

서울 메이필드 호텔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유형의 장을 마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포럼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개발협력 분야 글로벌 동향 공유와 미래 전략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제개발
협력과 기술혁신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9년 STEPI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관 기획행사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기 위한 STEPI Day를 겸해 개최되었으며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기조연설을 통해 소훈섭 월드뱅크 한국사무소 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도전과제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에
따른 월드뱅크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예로 든 ‘Digital CASA(Digital Central Asia and South Asia)'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일부 지역을 세계/지역 디지털 경제에 통합함으로써 각 국가의 디지털 연결성 개선, 디지털
정부 및 경제 지원,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다.
발제 세션에서는 서울대 황준석 교수가 DNA(Data, Network, AI) 기술의 중요성 및 지역혁신시스템, 국내 주요 스마트
시티 발전 프로젝트 사례 발표를 통해 스마트 시티는 글로벌 혁신 시스템으로 접근 가능하며, 데이터 주도의 혁신과
회차

일자

주제

발표자

플랫폼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STEPI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의 김왕동 본부장
은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와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변화, STEPI의 국제협력 사업 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STEPI의 ODA

제425회

02.20.

2019년 STEPI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망

황석원(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
이주량(STEPI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
송치웅(STEPI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

제426회

03.28.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

오승환(STEPI 부연구위원)
문영호(前 기술혁신학회)

제427회

04.25.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대응

장석인(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서인(STEPI 부연구위원)

제428회

05.20.

시스템 전환을 위한 연구제도혁신

신은정(STEPI 제도혁신연구단장)
이승복(서울대학교 교수)

제429회

07.18.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국내우주산업 현황 진단과 정책 대응

안형준(STEPI 부연구위원)
김은정(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종원(스타버스트 에어로스페이스 파트너)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칼슈람(시러큐스대학 교수)
박세진((주)레고캠 수석부사장)
우경식(엠블 대표)
김재현(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제430회

11.12.

사업에 월드뱅크 등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패널토론에서는 국제개발 협력과 기술혁신에 관하여 STEPI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으며, 기술혁신의
확산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ODA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구분

주제

기조연설

Partnership in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소훈섭(월드뱅크 한국사무소장)

발표 Ⅰ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황준석(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Ⅱ

The Role of STEPI in STI ODA

김왕동(STEPI 글로벌혁신전략본부장)

패널토론

072

발표자

- 좌장: 송치웅(STEPI 부원장)
- 패널리스트: 이종일(SUNY Korea 교수), 최동주(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선인경(STEPI 개발협력연구단장), 임덕순(STEPI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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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STEPI 국가난제 포럼

일시

2019년 11월 13일 ~ 14일

장소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국가난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난제 해결 전략 도출 포럼으로 총괄·분과위원회로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구성, 주제별 전략보고서 작성 및 월별 성과발표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가난제 개념 정립 및 한국의 주요 국가난제
선정을 위한 NRC와 NST 소속 연구기획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난제 선정위원회도 진행되었다.

한·중·일 3국을 대표하는 주요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들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이며, 각 국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 기획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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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I 국가난제 선정 위원회
회차

구분

주제

일자

주제

제1회

06.19.

국가난제 개념 및 발굴기준, 분류체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제2회

06.19. ~ 06.21.

국가난제 선정 검토회의(서면의견 대체)
국가난제 분야 우선순위 평가 및 국가난제 분야별 핵심 키워드 작성

제3회

07.17.

10대 국가난제 분야별 국가난제 이슈 종합 토론 및 선정
5개 분과 토의: 경제·일자리, 외교·환경, 인구·복지, 에너지·재난, 도시개발·양극화

주요 내용

세션 1

2019년 연구활동

각 기관의 2019년 주요 연구활동 소개

세션 2

Beyond Industry 4.0
- 미래기술과 사회적 수용성

미래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변화 등
사람 중심의 기술과 사회발전 방안

세션 3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혁신전략

각 국의 신산업분야 추진전략과 주요 성과

세션 4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과학기술정책

데이터 축적·활용을 통한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방안

세션 5

STI for SDGs

SDGs 달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전략

STEPI 국가난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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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자

주제

제1회

09.19.

국가난제 포럼 발족 및 2019년 1기 운영 방침 확정

조용래(STEPI 미래전략팀장)

제2회

10.17.

국가난제 연구 세미나
- [산업기술안보 분과] 우리의 R&D시스템으로 소부장 강국 가능한가?
- 난제지형도 분석 결과 공유, 분과회의 추진경과 및 향후 운영계획 보고

장웅성(산업통상자원부 MD)
이민영(POSTECH 연구원)

제3회

11.21.

국가난제 연구 세미나
- [디지털복지 분과] 디지털 헬스케어와 병원 경영
- 난제지형도 수정 분석 결과 공유, 분과별 전략보고서 구성 및
초안 공유, 이슈해결 전략 논의

이상규(연세대학교 교수)
이민영(POSTECH 연구원)

제4회

12.18.

국가난제 세부 이슈별 전략보고서 최종결과물 발표

조용래(STEPI 미래전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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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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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과학기술 ODA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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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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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행사

회차

제12회

제13회

제14회

제15회

제16회

제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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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01.31.

04.18.

05.17.

주제

발표자

커뮤니티케어와 리빙랩의 즐거운 만남

성지은(STEPI 연구위원)
황승현(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송직근(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
서정주(한국에자이 부장)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함께하는 혁신!

정민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성지은(STEPI 연구위원)

한국·네덜란드, 스마트에이징 리빙랩에서 만나다!

성지은(STEPI 연구위원)
모니카 페허르(폰티스 실무중심대학)
김영선(경희대학교 친고령특성화대학원 교수)
프란카 바커/라르스 호프만(빈데스하임 실무중심대학)

07.03.

지역사회속 대학의 역할 전환과 리빙랩

최태진(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실장)
송위진(STEPI 선임연구위원)
이의수(동국대학교 LINC+사업단장)

09.19.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연계해 나갈것인가!

김영화(ETRI 호남권연구센터 실장)
김희대(대구테크노파크 센터장)
조홍근(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한동숭(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장)

11.21.

리빙랩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ICT-사회-산업혁신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류영달(NIA 선임연구위원)
신현구(행정안전부 사무관)
고건우(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송위진(STEPI 선임연구위원)

일자

주제

발표자

03.22.

과학기술 ODA 활성화 방안 및 향후 대응전략

최문기(과기정통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 과장)
김왕동(STEPI ODA 사업단장)

06.18.

과학기술 ODA 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김태진(국제협력단(KOICA) 사업전략기획실 과장)
김왕동(STEPI ODA 사업단장)

10.08.

과학기술 ODA 통계현황 및 방법론 개선을 위한 과제

강희종(STEPI 책임연구원)
전덕우(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
이종화(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그룹장)

12.03.

ODA 사업 추진방향과
융합 ODA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강용구(외교부 개발협력과장)
김왕동(STEPI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

STEPI ANNUAL REPORT 2019

077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주제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술혁신 전략과 과제

일시

2019년 2월 13일

주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여개 학회공동

장소

전주 그랜드 힐스턴

주제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

일시

2019년 5월 8일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장소

더케이호텔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리는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 세션으로 참여하여,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혁신성장에 대해 핵심 주체인 기업 관점

새 길을 찾다」의 주제별 세션 중 하나인 ‘산업정보’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생태계 변화 전망”이란 제목으로

에서의 기술혁신 및 산업 전략을 점검하고,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벤처의 역할과 기여를 높이기 위한 개혁

과학기술정책 연구성과 발표를 진행했다.

협력행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기술경영경제학회, 한국창업학회와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이란 대주제로 열린

과제를 도출하고자 진행되었다.
STEPI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여하는 이번 세션은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주요 분야 중 하나인 산업정보 분야에서 정책연구 성과 및 방안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

참여자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진단 및 제언

하태정(STEPI 부원장)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 창출 전략

우한균(UNIST 교수)

구분
발표
한국창업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자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생태계 변화 전망

김승현(STEPI 연구위원)

중견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박찬수(STEPI 연구위원)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

양희태(STEPI 부연구위원)

양동우(호서대학교 교수)
성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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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STEPI-한국과학기술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과학기술정책 대토론회

주제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입법정책의 주요 쟁점

일시

2019년 5월 24일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한국과학기술법학회, 경희법학연구소, 홍익대 산학협력단

장소

경희대학교

주제

소통이 만드는 미래

일시

2019년 7월 5일

주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소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분야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STEPI, 한국연구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과학기술법학회원들이 참여하는 학술적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공동 주관하며, 한국과학기자협회가 후원하는 과학기술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STEPI의 국가난제 이슈 발굴과 해결전략 모색과 관련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난제의 중요한

‘소통이 만드는 미래’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언 전문가와 과학기술정책에 관심

이슈 중 하나인 교통시스템 분야에서의 자율주행과 이동수단 기술변화 등에 대해 한국과학기술법학회와 협동연구

있는 일반 대중 5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성과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마련되었다.

일자

주제

발표자

기조발제

자율주행의 기술 혁신과 확산을 위한 주요 해결 과제

백서인(STEPI 부연구위원)

구분

주제

협력행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사)한국과학기술법학회, 경희법학연구소, 홍익대 산학협력단(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과 함께,

발표자

문재인정부 과학기술 주요성과 및 발전전략

문미옥(과기정통부 제1차관)

연구현장에서 시작되는 사람중심 혁신 & 미래선도 혁신

조황희(STEPI 원장)

기조발제

1세션 발표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민법상 입법정책의 주요 쟁점

최경진(가천대학교 교수)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공법상 입법정책의 주요 쟁점

박종수(고려대학교 교수)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형법상 입법정책의 주요 쟁점

김성돈(성균관대학교 교수)

자율주행 과학기술과 입법정책의 공법적 주요쟁점

황창근(홍익대학교 교수)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민사책임법 동향

이중기(홍익대학교 교수)

4개 분과

▲지역과학기술 ▲바이오 ▲과학문화 ▲우주의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 진행

2세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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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경제 생태계 :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1)
주제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

일시

2019년 8월 1일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장소

2019 Seoul S&T Forum

대한상공회의소

주제

글로벌 포용·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혁신 클러스터

일시

2019년 11월 6일~7일

주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장소

더플라자 호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공동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 2019 서울 S&T 포럼을 개최하였다.

협력행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

“글로벌 포용·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혁신 클러스터"란 주제로 과학기술 및 관련 분야 오피니언 리더 등 국내외 전문가
이번 세미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세계 무역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총 29개국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연구개발특구의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미중 기술패권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등 대한민국 수출

초점을 맞췄다.

규제로 본격화된 무역 갈등으로 나타난 한국의 기술 및 산업 분야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대덕연구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국내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와 더불어 세계의 유수 혁신클러스터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혁신클러스터의 사례발표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클러스터의 성공 요인과

최근 국가 간 경쟁에 따른 위기상황 돌파를 위한 혁신경제로의 전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경제 생태계 :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기획
세미나의 첫 번째 행사로 진행되었다.

구분

구분

발표

주제

발표자

한국의 기술경쟁력: 소재부품 분야 취약성 극복방안

김용석(한국화학연구원 고기능고분자연구센터장)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방안

국신욱(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주도권 확보방향

하태정(STEPI 부원장)

11.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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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발표자

Governance & Institution

요한 에드마트(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CEO)
니콜라스 보노르타스(미국 조시워싱턴대 교수)
임덕순(STEPI 선임연구위원)

Collaboration & Alliance

메기 오툴(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CEO)
니시모토 세이이치(일본 교토 혁신 클러스터 이사장)
박구선(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한선화(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

Start-up & Scale-up

스티브 클레버리(영국 옥스퍼드 이노베이션 CEO)
왕덕록(장성전략컨설팅 사장)
양성광(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Public-private Partnership Strategies for
Turning Seoul’s Hongneung Area into a Worldclass Innovation Cluster

윤석진(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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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KOSBI 공동 정책토론회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

주제

지역혁신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방향

일시

2019년 11월 22일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장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제

기술규제 쟁점과 대안

일시

2019년 12월 2일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규제학회

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STEPI가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혁신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혁신생태계를 고립된

연구’ 3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몇 가지 기술 규제 주제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협력행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양 기관이 2019년에 수행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연구 상호협력
단위의 지역이 아닌, 지역과 지역 간의 협업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CT 융합 신기술 분야에서 경직된 기존 규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STEPI
또한 이번 토론회는 관련 부처, 기업, 기관들과 함께 지역혁신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 자리를 마련하는

연구와 이번 컨퍼런스가 혁신적인 기업이 새로운 성장주체로 나서기 위한 기술규제 개편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자리였다.

구분

주제
전환 시대 지역혁신생태계 분석과 과제

발표자

구분

김선우(STEPI 연구위원)

발표

발표자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

김명순(STEPI 연구원)

기술규제 사후평가체계 구축 방안

이종연(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술) AI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신은정(STEPI 제도혁신연구단장)

(산업) 데이터산업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정일영(STEPI 부연구위원)

(인프라) 기술규제 인프라 고도화 방안

이광호(STEPI 연구위원)

세션 1
디지털 시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 역할

홍운선(KOSBI 연구위원)

세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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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KIPF 공동 정책토론회

출연(연) 우수연구그룹 사례 공유회

주제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 방향

일시

2019년 12월 4일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소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주제

벤치마킹에서 벤치메이킹으로

일시

2019년 12월 17일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장소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출연(연) 우수연구그룹별 성공사례를 통하여 혁신

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지원의 발전방향을 논의는 장을 마련했다.

성장 견인을 위한 선도적 연구혁신모형 탐색을 위해 산·학·연·관 및 과학기술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열띤 토론의

협력행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알아

장을 가졌다.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는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여 연구개발뿐 아니라 정책금융, R&D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다양한 지원체계 분석에 관한 양 기관의 정책

“벤치마킹에서 벤치메이킹으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사례 공유회는 출연(연) 우수연구 그룹 책임자 6명의 사례 발표와

연구 결과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출연(연) 혁신네트워크 포럼 위원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병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아직 한국에 소개가 되지 않았거나 미래형 혁신 정책 구상에 있어 도입이 필요한 해외의 선도 사례들을
출연(연), 산업기술, 국제협력 정책의 세 부문에서 탐색적으로 발굴하고자 STEPI에서 2019년 기획한 『글로벌 프론티어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사 및 국내적용 방안 탐색』이라는 정책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구분

세션

발표자

기업연구개발 지원정책 분석과 시사점

박노욱(KIPF 재정정책연구실장)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와 시사점

장우현(KIPF 성과관리팀장)

중소기업 R&D 직접지원의 효과와 과제

오승환(STEPI 부연구위원)

구분

발표

한국 중견기업의 성장통 분석과 시사점

세션

발표자

저온 SCR 탈질촉매 기술개발

하헌필(KIST 미래융합기술연구본부장)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역학연구팀

김재현(KIMM 나노역학장비연구실장)

난치성 암치료를 위한 NK 세포 치료기술 개발

최인표(KRIBB 책임연구원)

광(光)분석장비 개발 그룹

장기수(KBSI 연구장비개발운영본부장)

연료전지 연구그룹

박석희(KIER 책임연구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연구그룹

서장원(KRICT 에너지융합소재연구단장)

박찬수(STEPI 전략기획실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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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및 교류회

베트남 과학기술정책 실행 및 기술예측 역량 강화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전문가 커뮤니티로, 전문 연구영역별로 학술적·창의적 연구

주제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Foresight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Strategic

결과를 발표하고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연구교류의 장이다.

Planning in Vietnam

* 지역연구세미나: 지역정책 및 지역 중소기업 혁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주요 이슈 및 동향을 공유
세미나/교류회명

그린섹터 세미나
(총 11회)

기술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류회
(총 8회)

지역연구세미나
(총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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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주제

01.24.

국내외 축산패러다임 변화: 동물복지관점을 중심으로

02.26.

과학기술기반 농식품 수출 향상방안

03.25.

수출농업과 식량안보 – 사례와 정책 교훈

04.29.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R&D의 역할과 개선방안

05.28.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활용방안

06.28.

국공립연구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07.30.

국공립연구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제언

08.14.

제3차 국공립연구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제언

09.26.

국공립연구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10.23.

농업 토양 연구의 의미와 발전과제

12.10

농업선진국의 혁신노력과 우리 농업을 위한 시사점

03.28.

고성장기업의 특성과 성장궤적

04.24.

스케일업과 유니콘 전략

05.29.

한국의 유니콘기업, ‘우아한 형제들’의 사례와 향후 과제

07.31.

투자자가 보는 성장기업(유니콘 기업)

08.27.

짧은 꿈으로 끝나버린 유니콘 기업과 실패 원인

09.19.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BM

10.24.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 창업생태계

11.25.

여성 창업기업의 특징과 시사점

01.17.

디지털전환의 개념

02.25.

혁신정책의 진화와 전환적 혁신정책

03.11.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03.25.

1. 기업지원 사업 모니터링 이슈
2.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04.08.

스마트 특성화와 지역산업역량 분석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04.11.

거래관계 분석 방법 및 사례

05.10.

산업생태계 연구단의 주요 연구과제와 성과

05.25.

충남 주력산업의 현재와 미래

06.05.

1.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2. 지역혁신생태계 주제와 접근법

2019년 1월 ~ 12월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베트남 과학기술혁신연구소

장소

베트남 하노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베트남 과학기술혁신연구소(Vietnam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와

세미나 및 교류회 / 국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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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그 외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술예측 및 과학기술
혁신 전략계획 수립 자문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9년(1차년도)에는 한국의 국가과학기술전략과 기술예측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의 관련 현황과 문제점 진단,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일자

04. 18.

행사명

Workshop
on
National
Future
Strategy and
Technology
Foresight

STEPI ANNUAL REPORT 2019

주제

발표자

Introduction to national strategic planning and
Korean case of STI development

박영일(이화여대 교수, 前 과학기술부 차관)

Introduction of Technology Foresight and
its implementation

박병원(STEPI 연구위원)

How Korean GRIs are preparing for the future

원유형(KIST 정책실장)

Overview of Vietnam’s STI policy strategy

Dr. Tran Ngoc Ca(前 NISTPASS 부원장)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Foresight

Dr. Bach Tan Sinh(VISTI 저널출판부장)

Vietnam’s Technology Foresight case
– Vietnam’s Future Digital Economy project

Dr. Nguyen Duc Hoang
(SATI/MOST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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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제도 개선 지원

아제르바이잔 국립아카데미 첨단기술단지 기술이전 역량강화

주제	Supporting Improvement of STI Policy and Institutional Framework

주제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Azerbaijan

일시

2019년 3월~11월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리랑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장소

스리랑카 콜롬보, 대한민국 서울

일시

2019년 2월~12월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아카데미 첨단기술단지(ANAS-HTP)

아제르바이잔 바쿠, 대한민국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아카데미 첨단기술단지(Azerbaij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NASTEC)와 관계 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High Technologies Park, ANAS-HTP), 기술이전/사업화 관계 기관, 산학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과학기술혁신 정책자문 사업을 진행하였다. 1차년도인 2019년에는 효과적인 과학기술정책 시행에 필요한 기반

사업화 정책자문 사업을 진행하였다. 1차년도(2019)에는 한국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창업 방법론, 한국 테크노파

구축을 위하여 스리랑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현황분석과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크 운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제르바이잔 전문가들의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이해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02.16.~
23.

일자

03.26.~
29.

행사명

STEPINASTEC
킥오프 워크숍

주제

11.18.~
22.

STEPINASTEC
초청연수

STEPINASTEC
성과확산
워크숍

STEPIANAS HTP
킥오프
워크숍 및
현지 조사

발표자

주제

발표자

Introduction of STEPI and 2019 STEPI-ANAS Project

김은주(STEPI 글로벌연수사업팀장)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 II

서상혁(호서대 교수)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Entrepreneurship

최종인(한밭대 교수)

혁신시스템 관련 산학연 기관 I (ANAS-HTP 기술단지, 숨가히트(STP)
기술단지, 창업보육센터 INNOLAND, ADA 대학, 바쿠공과대 외)

Mammad Baghir-zada(ANAS-HTP 부원장),
Bunyamin Seydov(ANAS Presidium 국제협력
팀장) 외

Policies for Technology Transfer: Korean Experiences

황용수(STEPI 명예연구위원)

Overview of Technology Transfer/ Action Planning on
Technology Transfer / Technology Marketing as a New
Paradigm of Technology Transfer/ Analysis of TT System

서상혁(호서대 교수)

STI Policy in Korea

송치웅(STEPI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

Global Technology Transfer between the Firms

이승호(Delta Tech-Korea Ltd. CEO)

STEPI S&T ODA Program

김왕동(STEPI ODA 사업단장)

Evaluation Model for the Selection of Transferable Patent
Technology

성웅현(한신대 교수)

2019 STEPI-NASTEC Project Proposal

선인경(STEPI 부연구위원)

Current Status of Korean Universities’ TTO and Challenge
for the IP Globalization Business

심경수(고려대 교수)

Startup Support Programs in Korea

최병조(인천대 교수)

Patent Management: Overview & Evaluation

임영택(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IPR Management for Patent Transfer

정경민(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선인경(STEPI 부연구위원)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Technology

신현곤(세종대 교수)

The New Southern Policy of Korea

전병우(STEPI 연구원)

Technology Startups: Strategy&Management to Facilitate

임왕규(Walton Technology 고문)

김소영(KAIST 교수)
Jennifer Perera(콜롬보대학 교수)

Practice of Technology Transfer in Technopark

강성군(충남테크노파크 차장)

National Innovation System of Korea & Sri Lanka

Financial Support for Technology Transfer &
Commercialization

성웅현(한신대 교수)

STI Governance and Policy in Korea & Sri Lanka:
Structure and Strategy

김관영(GTC 선임연구원)
Kalpa Samarakoon(NASTEC선임과학자)

Case Analysis of Successful Technology Spin-offs in Korea

이선영(호서대 교수)

Commercializa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in KIST

신성철(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전문원)

STI Data Mechanism: from Creation, Management
to Application in Korea & Sri Lanka

김행미(KISTEP 부연구위원)
Seyed Shahmy(NASTEC 선임과학자)

Introduction of STEPI’s activities and outcomes

김은주(STEPI 글로벌연수사업팀장),
권소현(STEPI 연구원)

International STI Cooperation of Sri Lanka

Nandanie Samarawichrama
(MoSTR 차관보)

Technology Entrepreneurship and Ideation-based Startup

최종인(한밭대 교수)

Major STI Policy Issues in Current Administration
and Future STI Policy

Progress and Achievement of the 2019 Project

Zaur Akhmedzadeh(ANAS-HTP 팀장)

Chinthaka S. Lokuhetti(MoSTR 차관)

Cases of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Business Capacity
after the Invitational Training for STI Capacity Development
in Korea

Isa Gasimov(기업가정신개발펀드, 선임전문가),
Aysel Abdullayeva(아제르바이잔 주립경제대학
강사) 외

Role of Technopark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Chungnam TP Case Study

강성군(충남테크노파크 차장)

Introduction of National STI Institutions in Sri
Lanka : 과학기술연구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
재단, 국가연구협의회, 특허청, 스리랑카발명가위원회
STI Development in Korea: from Nation-building to
Innovation

06.24.~
29.

행사명

Chinthaka S. Lokuhetti(MoSTR 차관)
외 6명

05.25.~
06.02.

10.12.~
19.

STEPIANAS HTP
초청연수

STEPIANAS HTP
성과확산
워크숍
및 현지 조사

Policy Recommendation: National Innovation System

김소영(KAIST 교수)

Policy Recommendation: STI Governance and Policy

김관영(GTC 선임연구원)

Policy Recommendation: STI Data Mechanism:

김행미(KISTEP 부연구위원)

박성근(경북테크노파크 팀장)

2019 STEPI-NASTEC Project Summary and
Proposal for 2020

Korean Technopark (K-TP) Model as an Integrated Business
Platform: GBTP Case

선인경(STEPI 개발협력연구단장)

혁신시스템 관련 산학연 기관 II (교통·통신·첨단기술부,
아제르바이잔 혁신청, ANAS 산하 제어시스템 연구소 외)

Rashad Aziaov(교통·통신·첨단기술부 실장),
Telman Aliev(제어시스템 연구소, 원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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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스리랑카 과학기술연구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MoSTR), 국가

일자

090

장소

091

우간다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정책제언 및 정책역량 강화

인도네시아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과학기술기본법 정책자문

주제	Policy Consulting for Strengthening Uganda National STI System and Establishment of the STI

주제	Policy Consultation on STI Policy and R&D Governance

Parks (II) - Policy Capacity Building Program
일시

2019년 3월~11월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간다 과학기술혁신부, 우간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장소

우간다 캄팔라, 대한민국 서울

일시

2019년 3월~11월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 국립과학원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한민국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인도네시아 국립과학원(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LIPI)와 관계 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R&D 거버넌스 관련 정책자문 사업(2018~2019년)을 진행하였다. 2차년도인 202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Uganda National Commis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UNCST) 등 과학기술정책 전문

에는 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R&D 거버넌스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중점적

가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 정책자문 및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2차년도인 2019년에는 산학협력, 창업기

으로 논의하였다.

국제행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우간다 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oSTI), 우간다

술사업화, 연구·연구성과 평가, STI 단지, ICT 중심 유망기술 정책 등 5개 중점분야에 관한 우간다의 국가과학기술정책
현황분석과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일자

05.26.~
06.01.

07.08.~
11.

11.1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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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2019 우간다
국제기술혁신
협력사업
킥오프
워크숍

인도네시아
초청연수

2019 우간다
국제기술혁신
협력사업성과
확산 워크숍

주제

발표자

산학협력에 관한 한국의 경험공유

최종인(한밭대 교수)

창업·기술 사업화에 관한 한국의 경험공유

박종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

우간다의 산학협력정책 현황 및 문제점

Dr. Maxwell Otim Onapa
(MoSTI 연구개발협력국장)

우간다의 창업·사업화정책 현황 및 문제점

Mr. Basil Ajer, Director
(MoSTI 기술창업국장)

우간다의 STI 단지, 지역혁신센터 정책

Mr. Geoffery Sempiri, Head
(UNCST STI 인프라개발정책연구팀장)

우간다의 연구·연구성과 평가 정책 현황 및 문제점

Mr. Bashir Kagere
(UNCST 수석과학연구관)

기술상업화 “How it works to catch-up”

박종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

기술이전에 대한 진실과 거짓

이종일(뉴욕주립대학교 교수)

KIST의 과학기술 사업화 이행 경로

원유형(KIST 박사)

한국의 생명산업

현병환(대전대학교 교수)

한국의 STI 발전의 핵심 요인

최영락(前 STEPI 원장)

과학기술혁신단지정책 관한 한국의 경험공유 및
우간다 정부를 위한 정책제언

최상호 정책기획단장(대전 테크노파크)

유망기술정책에 관한 한국의 경험공유 및
우간다 정부를 위한 정책제언

윤한성(한성대 교수)

우간다의 산학협력정책 현황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Dr. Maxwell Otim Onapa
(MoSTI 연구개발협력국장)

우간다의 창업 기술사업화정책 현황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Mr. Basil Ajer, Director(MoSTI 기술창업국장)

일자

03.27.~
30.

07.08.~
11.

10.21.~
26.

행사명

2차년도
킥오프 워크숍

역량강화
초청연수

2차년도
사업
성과확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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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자

과학기술혁신정책(STI)

김성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R&D 거버넌스

고영주(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인도네시아 현황 발표

Dudi Hidayat(LIPI, Acting Director)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현황과 한계

Mego Pinandito(LIPI, Deputy Chairman)

인도네시아 출연연에서 민간 분야로의 기술사업화 모델

Mr. Boni Benyamin(BPPT, Engineer)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시스템의 이해

고영주(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거버넌스

김성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STI Mid-term
Development Planning 2020-2024

Dr. Subandi, M.Sc.(Deputy, BAPPENAS)
*인도네시아 국가발전기획부

Current status of Indonesian STI Policy

Dudi Hidayat(Acting Director, LIPI)

Overview of K-Innovation 2018 and 2019 with
Indonesia

임덕순(STEPI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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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가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실행전략 역량강화

탄자니아 국가기술로드맵 구축 및 역량강화

주제	National STI policy development and STI system management

주제	Developing a 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일시

2019년 3월~11월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캄보디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장소

캄보디아 프놈펜, 대한민국 서울

일시

2019년 3월~11월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탄자니아 교육과학기술부 외

장소

탄자니아 잔지바르, 대한민국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탄자니아 정부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가기술로드맵 수립에 기여하고자

(General Secretariat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GS-NSTC)와 관계 기관 전문가들을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및 현지에서 진행한 역량강화연수를 통하여 기술로드맵 수립 방법론을 전수하여 탄자니아

대상으로 국가과학기술혁신 기반 구축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사업을 진행하였다. 1차년도(2018년)에 실시한

전문가단이 우선순위 산업 및 전략제품을 선정하고, 직접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국제행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캄보디아의 과학기술 전담 기구인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산하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캄보디아 최초의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자문에 이어 2차년도인 2019년에는 캄보디아 과학기술혁신
계획(STI Policy 2025)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기술전략(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해 정책자문을 진행하였다.

일자
일자

03.25.~
31.

05.20.~
25.

10.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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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STEPIGS-NSTC
킥오프
워크숍

STEPIGS-NSTC
초청연수

STEPIGS-NSTC
성과확산
워크숍

주제

.행사명

발표자

Introduction to National Strategic Planning
for STI Development

이정원(STEPI 선임연구위원)

Technology Roadmap: Concepts and
Process

오동훈(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파트너)

Korean Experiences in TRM

봉선학(TBNA 대표)

STI Policy of Cambodia

Buoy Somethea
(GS-NSTC 과학기술정책기획행정재무통신부장)

Introduction to Technology Roadmap and
Korea’s experience

임현(KISTEP 선임연구위원)

Technology Roadmap Practice
(이틀간의 실습강의로 구성)

임현(KISTEP 선임연구위원)

Sharing Korean TRM Cases

이제영(STEPI 부연구위원)
채성욱(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수(한국식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CT Technology Roadmap (Pilot) of
Cambodia

Buoy Somethea
(GS-NSTC 과학기술정책기획행정재무통신부장)
이제영(STEPI 부연구위원)

Bio-Health Technology Roadmap (Pilot) of
Cambodia

Sok Phal(GS-NSTC 감사평가부장)
채성욱(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Agro-Processing Technology Roadmap

Phon Reno(농림수산부 가공관리국장)
김성수(한국식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4.01.~
05.

08.18.~
23.

주제

발표자

NTRM(National Technology Roadmap)

임현(KISTEP 선임연구위원)
황기하(KISTEP 연구위원)

NTRM as a Policy: for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이종일(SUNY Korea 교수)

NTRM(National Technology Roadmap)

임현(KISTEP 선임연구위원)

The NTRM policy implementation for Tanzania

이종일(SUNY Korea 교수)

역량강화
초청연수

현지 역량
강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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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국가기술이전시스템 구축 개선지원 정책자문

UN STI 포럼 부속행사(Side Event)

주제

Policy Consultation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System in Tunisia

일시

2019년 5월 12일~18일

장소

미국 뉴욕

일시

2019년 2월~11월

주최

UN ESCAP

주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튀니지 고등교육과학연구부, 국가과학연구진흥청

장소

튀니지 튀니스, 대한민국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과 사회문화의 연계를 통한 혁신”을 주제로 한 「UN STI 포럼」의 부속행사(Side

MHESR), 국가과학연구진흥청(Agency Nationale de la Promotion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ANPR)와 관계

Event)를 현지시간으로 5월 15일(수) 오전 8시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했다.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이전시스템 구축 개선지원 정책자문 사업을 진행하였다. 2차년도인 2019년에는

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에 있어서 예술과 인문학의 역할을 이해

효과적인 국가기술이전시스템 이행을 위한 정부 및 민간 기술이전조직(TTO) 실무진들의 운영 및 정책 역량강화 프로

하고, 인간 중심의 접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램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국가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행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튀니지 고등교육과학연구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본 행사는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외교부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
STEPI 송치웅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의 ‘과학기술과 사회문화의 연계’ ▲ HUBWeek 리오니 브래드버리(Dr.
Leonie Bradbury) 예술창의이니셔티브본부장(Director of Art and Creative Initiatives)의 ‘예술과 기술의 융합’
이란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송치웅 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의 과학문화 발달과 기술에 대한 대중인식 개선 노력을 위해 ‘과학의 날’ 지정,
월간 ‘과학과 기술’ 발간 등 우리 정부에서 과학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한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사회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인적자원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

행사명

STEPIMHESR04.06.~
ANPR
13.
킥오프
워크숍

STEPI06.09.~ MHESR15.
ANPR
초청연수

STEPIMHESR07.13.~
ANPR
20.
성과확산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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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자

이어진 토론에서 STEPI 박환일 다자협력사업단장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행동과 인류에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Welcome and Introduction: ANPR & STEPI

Chedly Abdelly(ANPR 기관장)

2019 K-Innovation: Tunisia Project: Workshop Goals and
Expected Outcomes

김은주(STEPI 글로벌연수사업팀장)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기술전환의 과정에서 사회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

Technology Valuation System and Korean Cases

박현우(KISTI 책임연구원)

했다.

Over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Transfer in Tunisia

Souad Boussaid(ANPR 부서원)

IPR Management Process for Technical Transfer

전경민(도올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Strategic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k and
Promotion of University-Industry-Research Inst. Network

임덕순(STEPI 선임연구위원)

KIST 2066, Beyond the M.I.R.A.C.L.E

김소영(KAIST 교수)
Jennifer Perera(콜롬보대학 교수)

University IP Commercializ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심경수(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Technology Transfer & Diffusion : TTO Point of View

오명도(서울시립대 교수)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L “How it works to catch-up”

박종흥(ETRI 본부장)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Valuation
- Policy and Practice -

박현우(KISTI 책임연구원)

STAR-Value System & how it works

이종택(KISTI 책임연구원)

University of Tunis El Manar : 튀니지 기관소개 및 기술이전조직 현황 발제

Ines Zidi(UTM 교수) 외 5인

What TTOs have learned about Korean Technology
Transfer Experience

Mohamed Belhadj
(Monastir Univ. 교수) 외 5인

Korean Economy and Technology

최영락(STEPI 명예연구위원)

Technology Transfer & Diffusion : TTO Point of View

오명도(서울시립대 교수)

Strategic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k and
Promotion of University-Industry-Research Inst. Network

임덕순(STEPI 선임연구위원)

Towards the Next Phase of Tunisia-Korea STI Cooperation

김왕동(STEPI ODA 사업단장)

부정적인 영향 또한 미친다는 점과 기술의 속도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해 갭이 발생한다는 점을 꼽으면서 기술과 정책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과학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은 단순 기술혁신을 넘어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본 행사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인간중심의 접근을 토대로 한 과학기술혁신 방안 도출을 위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UN STI 포럼」은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며, 올해는 그 네 번째 해를 맞아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평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 독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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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5)
일시

2019년 12월 11일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유엔환경계획/ 녹색기술센터

제7차 한·중 과학기술 혁신포럼
장소

스페인 마드리드

일시

2019년 12월 27일

장소

서울 신라호텔 루비홀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중 과학기술 혁신포럼은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 활성, 전문가 교류를 통한 한·중 공동연구센터

변화 대응을 위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이하, WEF 넥서스*) 협력플랫폼을 향한 도전」 을 주제로 부대행사를 개최

설립 가능성 타진, 한·중 정부 간 과학기술협력의 구체적 과제 도출, 중·장기적 동북아 과학기술혁신 포럼 확대를 목적

했다. 부대행사는 WEF 넥서스 협력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으로 한다.

 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유엔환경(UNEP), 녹색기술센터(GT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기술센터
* 참여기관: 과

 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
* 참여기관: 과

국제행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제25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5)가 개최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아태지역 기후

네트워크(CTCN), 글로벌물파트너십(GWP),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구분

행사 내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개회사

일자

주제

발표자

축사 (2)

고서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아태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물-에너지 식량 관련 정책 현황

박환일(STEPI 다자협력연구단장)

WEF Nexus를 위한 기술적 접근

강수일(전GTC 국제전략부장)

The Inflection Point of Genomic Industry(최경환, 이원 애그노믹스 이사)

물-에너지 식량 협력 플랫폼 전망

Mr. Mozaharul Alam(UNEP 아시아태평양사무소
기후변화프로그램 지역코디네이터)

The Singularity of the Genoe and Big-Data Era(후궈하이, 중국 BGI 그룹 부총재)

1. Although WEF nexus is recognized in different
policies, there is hardly any attempt to integrate
WEF NEXUS approach in policy execution. Why do
the executions of WEF Nexus approach still remain
low in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2. What could be the possible measures/steps to
reorient policymakers' thoughts and their actions
to consider the WEF NEXUS approach - at national,
sub-national and local levels?
3. Are their evidences of adopting WEF NEXUS
approach in the execution of actions by
government's in developed countries? If so, what are
they?
4. What rol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artner
countries can play for developing countries inAsia
and the Pacific to adopt and implement the WEF
NEXUS approach? - including suggestions for Asia
and the Pacific WEF NEXUS Dialogu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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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부 장관 축사

Dr. Rose Mwebaza(CTCN 국장)
기조 연설
14:20-15:00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석좌교수)
중국의 과학기술개발전략(후즈젠,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원장)

Session 1: Bio Genetics, 바이오, 혁신시대의 한중 과학기술 협력

15:00-16:20

토론 질문:

토론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환영사

축사 (1)
축사

발제

개막식
14:00-14:20

Exploring Fungal Genome Universe by High-Quality Fungal Genome Annotation Pipeline
(최인걸, 고려대학교 교수)
Tougher Plants for a Warming World(리우젠상, 저장대학교 교수)
분과토론
한국: 신수용(성균관대 교수) / 정일영(STEPI 부연구위원)
중국: 쉐웨이(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박사) / 롱카이위안(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소장)

좌장:
Dr. Rose Mwebaza(CTCN 국장)
토론자:
- Mr. Alex Simalabwi
(글로벌물파트너십 총장)
- Dr. Nurul Quadir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차관)
- Mr. Pham Van Tan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기후변화부 사무관)

16:20-16:40

Coffe Break

Session 2: Al, 초지능·초성능 시대의 한중 과학기술 협력
Practice of China’s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Exploration(리우시우촨,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박사)
Persona and Knowledge grounded conversation(김건희, 서울대학교 교수)
16:40-18:00

AIoT Solutions Expert(장옌, MEGVII 부회장)
Resource-Efficient Deep Learning Techniques for IoT Applications(고종환, 성균관대학교 교수)
분과 토론
한국: 유용균(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제영(STEPI 부연구위원)
중국: 장쥔팡(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부소장) / 리우시우촨(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박사)

18:00

폐회(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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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02

정기간행물

104

수탁.위탁과제 연구

108

정책연구

조사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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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호 : P)

연구결과물 (분류기호 : F)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분류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P19-01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 - 정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안두현

F19-01

여성 청년연구원의 연구환경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이공계 대학원생 중심으로 -

엄미정

P19-02

과학기술의 일자리 영향 분석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홍성민

F19-02

과학·기술·혁신 스코어보드 구축 방향

강희종

P19-03

신북방·신남방정책 기조하의 과학기술혁신(STI) 협력 전략: 클러스터 기반 협력을 중심으로

송치웅

F19-03

2019년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 신규 박사의 노동시장 진입경로 조사 기획

박기범

P19-04

R&D 정책 시너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새로운 접근

이명화

F19-04

2019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 한국기업혁신조사의 동향과 활용 -

P19-05

국내외 혁신연구 동향 분석 및 제도혁신 전략 연구

신은정

F19-05

2019년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황석원

P19-06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최병삼

F19-06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XI

최병삼

P19-07

전환시대 지역혁신생태계 분석과 과제

김선우

F19-07

2019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사업: 스마트 모빌리티

P19-08

2019년도 글로벌 도전과제의 과학기술혁신협력에 관한 연구

박환일

F19-08

2019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P19-09

과학기술 ODA 실태분석 및 전략적 추진방향

김왕동

P19-10

국가사회문제 대응 공공R&D기관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이민형

P19-11

과학기술계 출연(연)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R&D 추진방안 연구

우청원

P19-12

실증 기반 기술사업화 효율성 제고 방안

손수정

P19-13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2차년도) -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R&D 및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이제영

P19-14

벤처캐피탈의 기원과 제도적 진화에 대한 한 · 미 비교 연구

김석관

P19-15

탄소자원화 기술의 경제성 평가 및 상업화 방안

장진규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에게 시의적절하게 배포하기 위해 요약 형태로 발간한 자료

P19-16

공공부문 연구데이터의 소유·활용제도 개선방향

신은정

(분류기호 : J)

P19-17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R&D 제도화 연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장병열

P19-18

디지털 기술을 통한 고부가 서비스업 발전 및 활용방안 연구

이제영

P19-19

데이터 기반의 기업 R&D 선정평가모형 구축 및 도입방안 연구: 인공지능 방법론의 도입 및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장필성

P19-20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국내우주산업 현황 진단과 정책대응

안형준

P19-21

식량안보를 위한 과학기술기반 농업혁신 정책구상

임영훈

P19-22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박찬수

분류

P19-23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 X

오승환, 김선우

J19-01

글로벌 프론티어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사 및 국내적용 방안 탐색

P19-24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이윤준, 이주량

J19-02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핵심 주체간 Co-creation 전략

손수정

P19-25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3차년도)

이광호, 신은정

J19-03

실험실창업의 고용 창출 파급효과 분석

전지은

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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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화

J19-04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전략 연구사업(5차년도)

P19-2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방법론 개선을 위한 근거기반 기초연구

정기철, 정장훈

J19-05

국공립연구기관의 역할 재도약을 위한 이슈 탐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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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분류

강희종, 장필성

백서인, 박환일
김왕동

정책자료

보고서명

STEPI ANNUAL REPORT 2019

연구책임자
조용래, 하태정

송위진, 이주량
이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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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STEP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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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는 전문 학술지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한 정기간행물

구분

제목
한국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발전방향 논고
- 정책문제 정의 및 정책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

제2권
제1호

일반
논문

기획
논문

강희종, 김기국

과학기술연구 및 산업융합 촉진과 관련한 법제 고찰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의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

김민철

기술사업화의 주도(push)와 견인(pull)에 관한 고찰

손수정

국내 기계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 진단과 혁신 정책

김희태, 권상집

기업혁신활동의 고용영향 미시모의실험 분석결과와 시사점

이성호

최근 이공계 대졸이상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 변화와 시사점

박진희, 홍성민

고학력 과학기술인력의 역량개발 현황과 개선방안

이연우, 홍성민

한국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 진단과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이 조직 민첩성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일반
논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50년의 주요 의제 분석
- '과학기술 50년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방법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의약산업 패널연구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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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상

과학기술 ODA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패널 VAR 모형을 중심으로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쟁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

제2권
제2호

저자

서지영

권호

발간일

제230호

2019.01.15.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 협력에 대한 제언

제231호

2019.02.12.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교와 시사점

김선우, 정효정

제232호

2019.03.29.

산업기술 R&D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제고 방안

장필성, 황석원

제233호

2019.04.29.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 이슈 분석

정일영, 김지연, 김가은,
김석관, 최병삼

제234호

2019.05.30.

2019 CES와 MWC의 디지털 혁신 트렌드와 정책 제언

최병삼, 정일영, 양희태

제235호

2019.06.28.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 분석 ① 중국의 드론 굴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

백서인, 손은정, 김지은

제236호

2019.07.15.

정부 R&D 예산시스템 진단: 사업구조의 적정성 분석

안두현, 양현채, 서현정

제237호

2019.08.08.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 분석 ② 중국의 3D 프린팅 굴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

백서인, 손은정, 김지은

제238호

2019.08.28.

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239호

2019.09.04.

기술사업화 효율화를 위한 기술금융 제안

제240호

2019.09.18.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부설연구소 쟁점과 대응방안

조용래, 박현준,
우청원, 이정수

제241호

2019.10.15.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 분석 ③ 중국의 로봇 굴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

백서인, 손은정

제242호

2019.11.20.

진짜 유니콘을 키우자!

이윤준, 권기환

제243호

2019.12.20.

시험인증기관 발전경로 분석 및 고도화 방안

이광호, 목은지

제244호

2019.12.30.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 특성과 대응방안

이광호, 김명순

제목

엄익천, 박진서, 김봉진
안경민, 권상집

서호준
강희종, 임덕순
안요한

저자

정기간행물

권호

이춘근

서현정, 강희종
손수정

김재현, 김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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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Horizon+

권두칼럼

Future Horizon Plus

한일 무역-안보 갈등 상황에서 공공 R&D의 새로운 임무

황석원

Vol. 43 2019_6

미래 세대가 상상하는 한 세대 후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핵심 과학기술과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2049년, 결혼과 가족의 미래 - 다양한 동거 문화의 등장

전문가와 시민들 간에 미래에 대한 소통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발행하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 종합지

FUTURE SOCIETY

미래연구포커스

2049년, 교육의 미래 - 행복수업 1장, ‘나’를 배우다
2049년, 일과 여가의 미래 - 인간과 로봇, 경계가 사라지다

한 세대 후 대한민국
집필팀

2049년, 관계의 미래 - ‘틀림’에서 ‘다름’의 시대로
미래연구 포커스
과학기술의 미래, 어떻게 전망할까?

2049년, 국가상의 미래 - 공정한 출발선에 대한 요청

과학기술정책 포커스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과 과학기술 혁신
미래연구 인사이트
모델링 미래예측: 과학기술의 일자리 영향
국가미래 설계를 위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의 한계와 선결과제

세션명
권두언

미래연구포커스

제39호

미래연구 Insight
미래연구 동향
연구노트
글로벌혁신동향
STEPI on AIR
STEPI 지표통계

제목

미래연구 Insight

저자
과학기술정책포커스

이정원

MOIP와 대학 R&D

박기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측면에서 MOP의 시사점

김현철

MOP 논의를 통해 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안

이명화

국가미래전략의 운용 실태와 실효성 강화 제언

홍성주

중장기 미래준비를 위한 국회의 노력

박성원

글로벌혁신동향

달 탐사와 위성 인터넷망 구축을 중심으로 본 뉴스페이스 시대

언론과 미디어에서 바라보는 미래연구

최준호

STEPI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한 . 일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희종

데이터 기반 미래유망기술센싱 미래를 전하는 데이터의 속성과 함의

고병열

한 세대 후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최병삼

학술연구 관점의 미래연구 지형

김동환

한 세대 후 기술 : 한 세대 후 기술, 어떻게 예측할까? 어떻게 상상할까?

최민석

대한민국 미래연구의 미래를 준비하며

최병삼

한 세대 후 사회문화: 직선적 미래를 넘어 카운터 퓨처리즘(Counter Futurism) 관점에서

김헌식

KT 화재가 남긴 ‘X 이벤트’의 교훈

윤정현

한 세대 후 환경 : Environment of ROK&S (Republic of KOREA & SEOUL)

이상협

하노버 메쎄 2019 : 인공지능과 만난 인더스트리 4.0

홍성민

한 세대 후 교육 : 2050년의 한국교육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서영인

여성창업의 기회와 정책과제

김영환

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과학기술혁신 수요 전망

이제영

미국의 물 안보를 위한 정책 방향 : 담수화 전략을 중심으로

이혁

유럽연합의 근거 기반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전지은

제426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진성만

통계로 보는 한국의 기업혁신 현황

강희종

한 세대 후 대한민국에 가다

최병삼

한 세대 후 경제 : 경제와 산업, 삶의 만족도
한 세대 후 환경 : 환경오염 및 재난재해 위협

미래연구포커스

미래연구 Insight

혁신동향에 발맞춘 제도혁신의 시작

제42호

기술패권 시대, 산업기술 정책의 방향성과 R&D 제도 혁신
과학기술정책포커스

한 세대 후 대한민국
집필팀

신은정, 강민지
김현철
이세준, 손수아
송충한

혁신시스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법제 개선방향

양승우

글로벌혁신동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과 규정

전지은

STEPI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정부규제의 기업혁신 영향

강희종

알 수 없는 미래 & 피할 수 없는 혁신

이주량

과학기술의 미래 전망은 왜 항상 틀릴까?

최병삼

합성생물학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가

정일영

권두언

한 세대 후 교육 : 공교육과 사교육

문헌·설문 조사를 통해 본 R&D제도 개선과제

이혁

‘과학기술 연구현장 규제개선’ 현재의 시스템으로 가능한가?

한 세대 후 정치 : 통일과 남북관계
미래연구포커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연구 : 참여와 소통, 그리고 합의

호재윤

과학기술 미래전망, 기대와 현실은 얼마나, 왜 차이가 나나?

이광호

보이지 않는 자본의 부상과 한국경제의 대응전략

이성호

수소경제 주요 계획과 미래 전망

배용호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전략의 미래

송치웅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한가?

박환일

국가미래 설계를 위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의 한계와 선결과제

한웅규

글로벌 거번넌스와 지속가능발전전략의 탐색적 이해

최동주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송위진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김태균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방안

전호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강수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본 사회적경제 성장전략

김기태

글로벌혁신동향

글로벌 개발협력사업과 첨단과학기술의 만남

선인경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과 리빙랩

성지은

STEPI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한국기업의 혁신 현황

강희종

통계로 보는 한국기업의 혁신역량

강희종

미래연구 Insight

과학기술정책포커스

106

MOP의 등장 배경과 최근 글로벌 논의 동향
조황희

한 세대 후 기술 : 미래에 등장할 기술, 미래에 필요한 기술

제40호

이제영

혁신정책의 미래 지평, STEPI의 새로운 30년과 함께

한 세대 후 사회 : 인구 변동과 사회 갈등

미래연구포커스

블록체인을 통한 유통·물류 서비스 혁신사례와 시사점

제43호

미래연구 Insight

과학기술정책포커스

STEPI 지표통계

STEPI ANNUAL REPORT 2019

모델링 미래예측 : 과학기술의 일자리 영향

정기간행물

권호

제41호

홍성민, 이성호

107

39

발주처

장 훈
전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 데이터 기반의 국가 미래설계(2차년도)

최병삼

4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현황과 추진과제

송치웅

연구책임자

44

한국국제협력단

과학기술단지 정책 및 기술이전사업화(1차년도)

김은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최이중

4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R&D 글로벌화 전략(안) 개발 연구

장용석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황석원

46

한국개발연구원

중장기 경제혁신을 위한 R&D/자본 생산성 제고 전략 연구

박찬수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의 사회적 기대 역할 제고를 위한 연구 . 교육 정책 진단과 과제

박기범
홍성민

연구과제

한국연구재단

41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42

정장훈

2019 기업가정신 실태조사(개인편/기업편)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수탁과제 연구보고서(총 63종)

40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19년 1차/3차)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예산배분을 위한 기계학습/최적화 기반 의사결정모형 설계

수탁과제 연구

번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

농촌진흥청

농업 R&D 사업 전주기 통합지원 체계 구축

임영훈

47

4

농촌진흥청

농업 R&D 미래대응 전략 수립

이주량

48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혁신인재 생애주기 성장지원체계 기반 강화 연구

5

대검찰청

법과학분야 R&D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연구

양승우

4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연구재단

아태지역 과학기술협력사업

한국연구재단

APEC PPSTI 운영체제 참여 및 협력사업 추진
한-ASEAN 과학기술 협력기반구축

황석원
김지현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자원 확보 전략 연구

안형준

7

기획재정부

2019 재정사업 심층평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군 효율화 방안

김선우

51

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 국정과제 이행 지원방안 연구

이명화

52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문화 생활SOC 체계적인 확충 관리 정책연구

안형준

5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연구기관 은퇴전문인력의 사회활동 지원방안

엄미정

과학기술 공공연구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손수정

5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혁신 공동체 활성화 방안

임채윤

이공계 인재 성장 지원사업 고도화 방안 연구

홍성민

5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부차원의 중소기업 R&D지원 포트폴리오 수립 연구

임채윤

간척지농업연구소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 분석

장진규

56

한국연구재단

Co-creation 전략 수립을 통한 공동 혁신생태계 구축 방안

손수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년도 정부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활동 분석 연구(과학기술연감 발간)

배용호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고용변화 산업/기업 사례 분석 연구

엄미정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농촌진흥청

박환일
김지현B

13

외교부

ICT 혁신기술을 활용한 기후행동 강화 외교전략 기획연구

이제영

57

1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의 공공성 개념 정립 및 논리맵 연구

오승환

58

한국고용정보원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아세안(ASEAN) 과학기술협력 마스터플랜 연구

송치웅

5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 운영활용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

강희종

과학기술역량평가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양현채

60

한국벤처투자(주)

벤처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오승환

우루과이 리베라 UTEC 캠퍼스 테크노파크 설립을 위한 종합계획개발 지원 사업

장용석

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대한민국 종합전망 연구

박찬수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 2045

최병삼

62

한국개발연구원

스마트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여적 정책설계 플랫폼 연구

오윤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용역

오승환

6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기업 R&D인력 중소기업 유입지원 연구

엄미정

과학기술 분야 소프트파워 현황 분석

박환일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과학혁신연계사무소(SILO)

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

에티오피아 교육부

22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

한국연구재단

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6
27

에티오피아 공학교육역량강화사업(3차년도)

김은주, 임덕순

국제협력 비전, 전략, 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송치웅

국내외 스마트 농촌 관련 정책동향과 핵심과제 도출-스마트 인프라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임영훈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및 산하작업반 활동에 관한 조사·분석·연구

장용석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장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마트 안전축사 확산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수용적합성 연구

김승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차 산업혁명 미래유망기술분야 실태분석 및 전망 위탁연구 용역

손수정

번호

국제 기업 DB 활용한 총요소생산성(TFP) 글로벌 비교연구

위탁과제 연구
STEPI의 기본연구사업 중 외부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에게 연구수행을 의뢰하여 수행한 과제보고서(총 11종)
연구과제

위탁기관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구윤모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최윤수

한국기업데이터

박효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송창용

28

한국연구재단

우주정책센터 신설 기획

안형준

1

29

한국연구재단

공공연구성과 기반의 학연협력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조현대

2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

30

창업진흥원

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효율화방안 연구

김선우

3

최신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별 혁신창업 생태계 비교 분석

사회문제 해결형 R&D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확산방안 연구

성지은

4

기업의 미래성장성 평가 모형 개발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방안 연구

김왕동

5

박사인력 경력경로 추적조사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 전망과 과학기술부문 전략

선인경

6

중국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지역별 정책 및 세부 분야 기술/산업 분석

연변덕강정보자문유한공사

임상호

과학기술원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 연구용역

양현채

7

지역별 기업 지형 현황과 변화과정

한국기업데이터

이영준

실험실 창업 활성화 종합지원 정책 수립 및 신규사업 기획

김선우

8

국가 난제 지형도 분석

포항공과대학교

정우성

UN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외교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박환일

9

국가의 난제해결역량 이해 및 진단을 위한 정부정책 구조분석

한국과학기술원

강홍렬

과학기술 신직업 발굴 및 진로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홍성민

10

중국 일대일로 전략 배후기지의 혁신역량 분석

상해과기관리간부학원

구링리

미래 원자력 신산업동력 확대를 위한 원자력분야 국제기구와의 연구개발 협력사업 기획 연구

이세준

11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어드반플래닝주식회사

박태규

3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2

한국연구재단

33

에너지경제연구원

34

한국과학기술원

35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36

한국연구재단

37

한국과학창의재단

38

한국연구재단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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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수탁 · 위탁과제 연구

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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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연혁

112

조직

113

임직원 현황

114

STEPI 2018 Annual Report

비전과 4대 경영목표 및
12대 추진전략

조직도
원장

연구자문위원회

국민에게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감사(비상근)

R&D재정사업평가센터

THINK-TANK

부원장
전략기획실

미래
전략팀

혁신시스템
연구본부

미래지향의 국가혁신
시스템 전환전략 선도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정책연구 강화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협력 및 교류 확대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조직 및 경영혁신

과학기술정보
심층분석TF

국가연구
개발분석단

•국가 R&D 대혁신 방안
선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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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하는
조직문화 조성

•산학연관 협력 증진을 통한
쓰임새 향상

•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선도

•신뢰와 협력 기반의 투명한
경영 구현

1월

제도혁신
연구단

신산업
전략연구단

인원

연구
관리팀

대외
협력팀

글로벌혁신전략
연구본부

경영지원실

과기인재정책팀

혁신기업
연구단

다자협력
사업단

개발협력
연구단(IICC)

인사
총무팀

재무
회계팀

지식
정보팀

연구부서
지원팀

예산
단위 : 백만 원

단위 : 명

연구직

총

연혁

혁신성장정책
연구본부

예산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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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연구사업비 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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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12,281

연구사업비 8,691

인건비 12,899

지출

지출

총 예산

총 예산

23,013

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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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운영비 2,822

연구개발적립금 12

4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의 산업기술정책연구
기능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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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개원
2005

2017

7월
5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05.5.31.)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으로 소속 변경

정부출연금 16,696

수입

수입

총 예산

총 예산

23,013

25,118

임원(원장)

1
※ 2020년 6월 기준

112

연구개발적립금 668

정부출연금 16,106

40

제14대 조황희 원장
취임

5월

1999

행정(기술)직

12월

경상운영비 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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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 6,004

기타 903

자체수입 7,193

기타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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