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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20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과기정책연(STEPI)은 중소기업이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함을 인식

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얼굴을 마주하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평가와 해외 정책동향을 지속적으

는 일을 줄이고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돌아가던 세상이 멈추면서

로 모니터링 해 왔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DB 구축, 중소기업 지원

상상도 못 했던 세상을 겪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만나는 현실공간

제도의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증거기반의

에서 연결은 툭툭 끊어지는데 비대면 등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문에 기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환시대를

루어져 온라인 세상은 훨씬 밀도 있게 연결됩니다.

맞아 기업 및 산업 관점에서 디지털 혁신생태계 변화 동향을 파악
하고, 지역의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기정책연,

2020년 우리가 사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STEPI)은 사회적 긴급이슈와 정부정책 현안에 대해 빠르고 체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혁신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OECD,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코로나19는

UN과 같은 국제기구 위원회 활동을 통해 STI for SDGs와 같은 과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가장 큰 변수였던 만큼 사회 전반에 걸

학기술혁신 관련 글로벌 이슈와 의제를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

친 정부지원 대책과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19

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ODA 사업 분절화의 문제해결과 ODA 사

대응 종합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ICT 외교전략 고도

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

화 연구 등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

그램 기획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예견된 미래가 아니었기에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연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연구단’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사회시스템이 달라졌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동인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

이처럼 탄탄한 정책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과기정책연(STEPI)은

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4대 핵심

‘보다 나은 과학기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미래 30년을 열어갈 국

분야(공간, 이동, 먹거리, 건강)에서 펼쳐질 미래상과 사회 비전을

가혁신 분야의 선도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국가혁신

대국민 참여 워크숍과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하고 설계했습니다.

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정책 연구, 정책 실행·실효를 제고하는 연구

다르게 행동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기정책연, STEPI)은

체계, 환경변화에 조화롭게 대응하는 경영혁신이라는 3대 경영목
과기정책연(STEPI)은 긴급대응과 함께 국가혁신을 선도할 기본 정

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전략, 혁신성장전략, 그리고 글로벌혁신전

과학기술 및 관련 혁신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로서

책 연구를 놓치지 않고 수행했습니다. 정부 R&D 사업체계 진단과

략 부문의 혁신정책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사회적 긴급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대안 제시로 국가 차원의 R&D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과

함께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
는 국가혁신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더불어, 국가 R&D 예비타당

앞으로도 STEPI는 시대요구에 부응하고 변혁적 환경에 적기 대응

근본적인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성조사 대상 사업 수가 증가하고 사업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2020

할 수 있도록 그 첫 단추인 연구개발정책의 혁신을 위한 연구를 이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년 5월, STEPI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문 조사기

어나갈 것이며, 기업과 산업, 인재, 지역의 혁신역랑 강화와 사회구

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TEPI는 사전컨설팅 지원은 물

성원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을 쓰

론 기술비지정형 R&D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과 제도개편을 위한

겠습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선도국가의 세계적인 ‘과학기술 기반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혁신정책’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도 리

과기정책연(STEPI)은 앞으로도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들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과학기술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더십을 꾸준히 발휘하여 인류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글로벌
한편, 글로벌 패권 경쟁이 첨단기술 및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본

문제해결 기여에 앞장서겠습니다.

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산업기술 안보를 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해 R&D 전략 관점에서 글로벌 분업체계를 분석하여 소·부·장 산업

마지막으로, 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도전하는 과학기술정책, 경제적

R&D 혁신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중 기

성장과 함께 국민생활과 사회환경 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이

술패권 경쟁, 중국의 신산업과 신기술 정책,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바지하는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고

따른 향후 과학기술정책 기조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한·미, 한·중

노력하겠습니다. 한발 앞서 제안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간 전략적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으로 답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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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선도국가의 세계적인 “과학기술 기반 국가혁신정책” 연구

국가 R&D

미래 신산업 및

대혁신 방안연구

혁신기업 지역혁신 연구

동시에 근본적인 국가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글로벌 패권 경쟁이 첨단기술 및 신산업 분

2020년 연구사업은 국가 R&D 대혁신 방안, 미래 신산업 및 혁신기업 지역혁신 연구,

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혁신의 중요성이 커

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가 혁신 이슈에의 종합적 대응과 전략연구, 글로벌 협력 연구,

지고 있고, 4차 사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 경제사회 환경의 불

증거 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R&D 관리방안, 사

확실성과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극

업체계, 관련 제도 등의 대혁신 방안을 제

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모색하기

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해 「인공지능 기술활용 강국을 향한 과학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 혁신 방안」,

기술정책 제고 전략」, 「전략자원의 글로벌

「정부 R&D 사업체계 진단 및 정책 대안」,

Tech-Knowledge 패권 경쟁과 한국의 경쟁

「혁신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 R&D제도 개

력 확보」,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선방안」, 「기초연구사업 확대의 영향 진단

R&D 전략의 전환」, 「전환시대 지역혁신생태

과 정책 방향」,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

계에서 선도기업의 역할과 기여」, 「신한류의

의 사회혁신조직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혁신 원천 분석」, 「글로벌 데카콘 기업의 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장경로 분석」, 「혁신 경쟁력 확충을 위한 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기정책연, STEPI)은 과학기술 및 관련 혁신을 연구하는

2020.

싱크탱크로서 국가·사회적 긴급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지털 뉴딜 전략 연구」, 「과학기술 기반 미래
연구」,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
니터링 사업」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응과 전략연구

글로벌 협력 연구

증거 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연구

국가가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 문제의 난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의 이론적 기반

도와 복잡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혁

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STI

을 제시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 지

신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for SDGs와 같은 과학기술혁신 관련 글로

원에 대한 대응 및 증거 기반 과학기술정

빠른 기술변화 속도와 정책 환경의 높은 불

벌 이슈와 의제를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 기

책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20년 한국기업

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

여 및 과학기술혁신 정책 협력 확대를 위해

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기술혁신 성과

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 「기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글로벌 도전과제에

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2020년 중

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대한 STI 국제협력프로그램 기획」, 「과학기

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술 ODA 융합 프로그램 기획연구」, 「포용적

사업: AI, 5G, 블록체인」, 「한국기업혁신조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스마트

개발협력 시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사 패널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 「기술비지

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사업」, 「공공

발전 경험이 가지는 교훈 연구」, 「SDGs시

정형 R&D 예타 세부 추진전략 조사 개선

기술 기반 창업 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대 글로벌 STI 개발협력의 변화 추세 분석」,

을 위한 연구」, 「기업지원 R&D사업의 맵핑

통한 입법화 방안 연구」, 「Korea Report:

「2020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등의

(mapping)을 통한 기술비지정 예타조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동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초자료 구축」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0년 연구사업 특징

국가 혁신 이슈에의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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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실적 목록
주제분류

국가 R&D
대혁신 방안

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1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 혁신 방안

2

정부 R&D 사업체계 진단 및 정책 대안: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이명화

3

혁신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 R&D제도 개선방안

신은정

4

기초연구사업 확대의 영향 진단과 정책 방향

박기범

5

블록체인 기반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우청원

6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

손수정

7

시스템 중심 혁신정책 평가체계 구축과 활용방안

이민형

8

과학기술 행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

양현채

9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에의 사회혁신조직 참여 활성화 방안

10

인공지능 기술활용 강국을 향한 과학기술정책 제고 전략

11

전략자원의 글로벌 Tech-Knowledge 패권경쟁과 한국의 경쟁력 확보

황석원, 양승우

송위진
오승환, 이주량
박환일

12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R&D 전략의 전환 - OLED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13

전환시대 지역혁신생태계에서 선도기업의 역할과 기여

미래 신산업 및

14

신한류의 혁신원천 분석: K-뷰티를 중심으로

정일영

2020년

혁신기업

15

4차산업혁명 시대 연구중심대학의 경쟁력 확충 방안

이윤준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지역혁신

16

글로벌 데카콘 기업의 성장경로 분석 - 미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

백서인

배용호, 최종화
김승현

17

혁신 경쟁력 확충을 위한 디지털뉴딜 전략 연구

전지은

18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XII

최종화

19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6차년도)

김영환

20

한국의 기업지형 분석과 중소기업 혁신정책 기획 연구

21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XI)

국가 혁신

22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4차년도)

이슈에의

23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2차년도)

종합적 대응과

24

스마트 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사업(1차년도)

박찬수

전략

공공기술 기반 창업 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입법화 방안 연구

전지은

Korea Report: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동인

이명화

27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STI 국제협력프로그램 기획

장진규, 박환일
이정원, 선인경

28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 기획연구
포용적 개발협력 시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발전 경험이 가지는 교훈 연구

협력

30

SDGs시대 글로벌 STI 개발협력의 변화 추세 분석

31

2020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32

한국-비세그라드(헝가리·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 과학기술 세부협력 방안 마련 및 의제발굴

플랫폼 구축

하태정, 양승우

25

29

정책연구

이광호

26

글로벌

증거 기반

김선우
김선우, 임채윤

33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34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15년차)

35

2020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AI, 5G, 블록체인

36

과학기술인력 정책수립을 위한 핵심 지표체계 설계 및 분석 연구

37

한국기업혁신조사 패널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

38

기술비지정형 R&D 예타 세부 추진전략 조사 개선을 위한 연구

39

기업지원 R&D사업의 맵핑(mapping)을 통한 기술비지정 예타조사 기초자료 구축

40

R&D 예비타당성조사 탄력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장용석
선인경
선인경, 김왕동
성경모
이정우, 강희종
이혁
백서인, 박환일
조가원
이정우, 강희종
정장훈
최이중, 한승희
최이중

국가 R&D 대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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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 혁신 방안

정부 R&D 사업체계 진단 및 정책 대안: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황석원, 양승우

연구책임자 이명화

연구 목적

주요 내용

연구 목적

디지털 전환 시대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 통

‘데이터 플랫폼’ 개념을 설정하고 국가 과학

R&D 과정 전주기별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본 연구는 국내외 혁신환경의 급격한 변화

[거버넌스]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는 특정

[제안3] 일몰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법

합을 계기로 한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

기술 데이터 플랫폼의 발전 방향 제시

관리 혁신 방안 제시

속에서 국가 차원의 R&D 성과를 확대하기

부처가 주도하지 못하고 여러 부처에 영향

적 근거 확충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론 및 방법론을 정리

R&D 생태계의 행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구개발 주기별로 시스템(현재는 데이터

위해 사업체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을 받는 분절적인 구조이며, 복수의 최상위

- 일몰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법적 근거를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 혁신 방안을

데이터 플랫폼은 연구개발 관리 데이터뿐

기반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 미래에는 국가

지를 살펴봄

기구들(생명의료전문위원회, 바이오특별

위해 관련 법령(예,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마련

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과학기술 정보통계

과학기술 데이터 플랫폼) 혁신 방안 제시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체

위원회 등)이 존재하여 ‘정책-사업-예산’이

[제안4] 정책-사업-예산이 연계되는 대통

계의 문제점과 이슈들을 심층 분석함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령 직속 ‘바이오헬스위원회(가칭)’ 설립

를 종합 정비·축적함으로써 구축 가능

- 연구개발 주기는 기획/선정/수행/성과평

- 자격 있는 연구팀을 지원하고 지식을 찾
아 활용하고, 원하는 연구자를 찾아 계약

가/성과활용으로 구분

- 바이오헬스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코로

[해외사례] 미국 NIH와 일본 AMED는 특정

- 복수의 최상위 기구들로 분산된 기능을

나19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분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연구와 질환에 상관

통합하여, 정책-사업-예산이 연계될 수

결정과 관리 체계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

야이며, 가파르게 R&D 예산이 확대되고

없이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 분야

있는 새로운 위원회 설립

국가 과학기술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을지 정책 과제를 도출

있어 사업체계 진단이 시급하기 때문

로 크게 구분되는 매트릭스형 사업구조를

[제안5] 프로그램 예산 제도 강화

연구개발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정책 대안

- 정책 과제가 구현되기 위한 데이터 기반

갖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사업구조는

(infrastructure)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

복잡하지만 질환 유형과 연구활동 코드로

로 제시

주요 내용
[사업구조] 바이오헬스 관련 주요 부처들

구성된 분류체계를 운영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
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업구조
비전

국가과학기술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 혁신

정책 대안

를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부 사업이 2개 분

[제안1] 범부처 차원의 질환 중심 바이오헬

목표

혁신주체 간 데이터 공유·활용 생태계 구축

데이터 개방 통한 부가 가치 창출

지능화를 통한 플랫폼 고도화

야, 4개 부문, 8개 프로그램, 10개 단위사

스 분류체계 확립

전략

연계·공유

수요자 중심 개방

지능화

업, 5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가장 복

총괄

추진
과제
세부

•국가과학기술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 체계의 빅데이터 축적과 인공지능 기술 활용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 부응하는 데이터 기반 예산 및 사업 관리체계 구축
•다양한 공공데이터
통합 제공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모니터링
•‘R&D수요 발굴단’
상시운영
•정보지원 서비스 강화

기획

•R&D선정 및 수행관리
시스템 지능화
•선정 및 수행관리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선정 및 수행관리에
빅데이터 기술 적용 및
활용

•평가 정보의 축적·연계 및
공유 확대
•평가 결과의 활용 및 환류
체계 구축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법률 체계
개선

•수요자중심 연구성과
정보 연계 확대
•국가 R&D사업의
성과정보와 외부 DB 연계
서비스 활성화
•연구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및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확충

•활용에 기반한 관리
인프라 구축·운영
•활용을 극대화 할 보급
인프라 구축·운영
•데이터 공급자 관점 활용
인프라 구축·운영
•데이터 공급자 관점 활용
인프라 구축·운영

선정/수행관리

성과 평가

성과 활용

데이터 인프라

- 궁극적으로 질환 중심의 사업구조 구축

잡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을 지향하되 우선적으로 영국처럼 질환

또한 동일 레벨의 사업임에도 사업의 규모

유형과 연구활동코드로 구성된 분류체

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예, 세부사업의

계를 통해 범부처적으로 바이오헬스 분

규모가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으로 상이),

야에 대한 사업구조를 정비

최근 소형 사업들의 급증은 일몰제와 관련

[제안2] 질환 중심의 사업구조 시범구축

된 것으로 나타남

- 질환 중심의 사업구조 구축을 위해 시범
사업 추진(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
원에서 감염병, 만성질환 중심으로 사업
구조 시범 정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프
로그램에 대한 심의 기능 추가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국가 R&D 대혁신 방안

-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데이터 기반 의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마당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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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 R&D제도 개선방안

기초연구사업 확대의 영향 진단과
정책 방향

연구책임자 신은정

연구책임자 박기범

연구 목적

주요 내용

정책 대안

연구 목적

주요 내용

정책 대안

혁신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R&D

정부 R&D 제도 개선 현황을 개괄하고 국가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22년까지 단계적 확대가 계획된 시점에서

(기초연구사업 확대의 효과) 대학과 교원,

2022년까지의 2.5조 달성 목표는 충분히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 사회적 수

R&D의 지원·관리·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방

위한 제도의 변화 촉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지난 3년간의

달성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며 2021년 전임

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의 성과가 부족

안에 대하여 총괄모듈에서 전체적으로 종

-구
 체적으로 (1) 정부관리제도의 효율화

해서 최근의 증가가 당초 목표한 연구자의

확대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

교원 대상 과제의 대폭 증가로 전임교원 수

한 상황에서 R&D 투자를 늘리는 것 이외

합하되, 3개의 세부 모듈을 운영하여 주요

를 위한 범부처 R&D 관리 규정 간소화·유연

자율성 확대와 안정적 지원에 얼마나 기여

하여 연구단절 방지, 수혜율 확대, 젊은

혜율도 예상치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

R&D 지원의 방식과 R&D 수행의 방식 등을

한 혁신 동향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 개

화, 범부처 R&D 전략 및 제도의 종합 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 지원, 소외 학문 및 지역대학 발전

기초연구사업 확대는 연구를 수행하는 교

점검·개선하려는 제도 개선 노력 확대되고

선 방안을 구체화함

검, 임무중심형 중범위 예산제도의 도입·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등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점검

원의 입장에서는 정책 목표에 대체로 부합

있음

총괄모듈에서는 정부 R&D 제도의 범위와

확대, 국가전략연구의 중간형 기획 강화,

평가

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초연구사업의 확

개선 현황을 전체적으로 개괄하고, 크게 세

긴급현안 위기대응 연구의 차별적 운영,

(신규 석·박사 인력 진로) 대학 유형과 학문

대가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역할 수

가지 측면에서 최근의 제도 개선안을 진단함

정부 R&D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적극행정의

분야별 배출인력의 취업 성과와 연구 수

행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

R&D 제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고찰하는

- 첫 째, 연구현장 관점에서 최근의 정부

강화 등을 제안

행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대학의 연구역

확실

것을 목적으로 함

R&D 제도 개선안이 연구자에게 어떻게

- (2) 연구계 자율제도의 형성과 혁신을 위

량과 교육성과 간 괴리 분석

대학 R&D에서 기초연구사업이 담당한 역

인식·체감되고 있으며 실제 실천되고 있

하여 연구기관 책임경영·자율관리 강화 및

(해외 사례) 미 NSF/NIH, 독일, 일본 등 주

할과 우리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한

는지를 살펴, 제도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개방적 조직·인력 운용, 선도성·수월성 중

요국의 대학 R&D 지원정책을 수월성과

정도는 절대적이지만 대학 경쟁력 강화를

진단함

심 평가의 확대와 신규 조직·세대의 육성

안정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비교

위해서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BK21

등을 제안

(정책적 시사점 도출) 기초연구사업 확대

을 포함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 둘째,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최근의 정부
R&D 제도 개선안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

- 마지막으로 정부주도 관리체계의 전환을

의 영향 진단 결과를 토대로 단기(~’22)

가 필요

을 검토하여 시스템 관점의 제도 변화 적

위한 민관협력 기반 R&D 제도전환 네트

및 중장기 대학 R&D와 기초연구사업 정

2022년까지 정책 목표의 달성은 충분하며

실성을 진단함

워크의 운영을 제안

책 추진 방향 제시

이후에는 대학의 경쟁력과 사회적 역할 강

- 셋째, 혁신동향에 대응해 나가는 제도의
변화 관점에서 ‘전략성 강화 R&D 기획’,
‘디지털 플랫폼 기반 연구’, ‘민관협력 기
반 성과 창출’ 사례를 살펴 제도 개선의
지점을 점검함
결론적으로 정부 R&D 제도의 개선이 연구
하는 방식과 직결된 시스템의 문제로서 보
다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나아
가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

이외에도 세부모듈에서 혁신 동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전략 제시

화를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국가 R&D 대혁신 방안

본 연구는 정부 R&D 제도 개선 현황을 진
단하고 혁신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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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

연구책임자 우청원

연구책임자 손수정

연구 목적
연구데이터 가치와 규모가 빠르게 증가함
으로써 연구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

연구 목적
- 연구데이터를 빠르고 경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계약

정책 대안

블록체인 특성을 고려해서 우선 적용 분야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은 정부

법제를 통해 본 20년의 전개

를 선정하고 운영체계를 마련함

R&D 성과로서의 기술의 이전, 활용 촉진 및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이후, 관

- R&D 수행 범부처 관련 법제, 계획 등에서

기술거래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산업계 기

련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다루는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방향 및 지

술경쟁력 제고를 추구함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3, 개정), 「대

원사업을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담아 낼

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수 있는 골격 설계

신생태계 생애주기의 이해를 높임

(2005) 등 제·개정을 통해 부처별 특정사업

기술사업화 앵커(Anchor)와 관계(Network)

- (대안 2) 연구데이터 품질을 관리할 수 있

2000년을 기점으로 조성, 확장되어온 기

추진의 기반 마련

설계

지만 여전히 연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되

바이오헬스분야 혁신사례를 살펴보면 이더

- (대안 1) ① 연구데이터 수집 가능성, ②

지 않음

리움과 스마트계약을 주로 사용해서 서비

표준화 정도, ③ 용량 및 생산속도 등을
기준으로 블록체인 우선 도입 분야를 선

스 확장성을 높이고, AI와 IoT와 같은 기술
과 융합한 서비스를 개발함

블록체인 기반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단, 의료정보 접근성 제한, 블록체인 서비스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도출

운영비용 부담 등이 주요 애로사항임

는 블록체인 전문 데이터 큐레이션이 필

술 사업화 관련 법제, 인프라, 지원사업 등

- 이후 연구개발특구의 확대, 산업기술활

- 다양한 관련 거점들이 상호 시너지 갖는

연구노트 혁신사례를 살펴보면 타 연구자

요함

의 전개를 되돌아보고, 현 시점의 국내 기술

용 촉진, 지식재산 활용, 우수발명의 사업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역 또는 기능별

의 연구노트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

유용성, 사용용이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수

사업화 정책 환경을 확인함

화, 창업촉진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중심 앵커 및 거점들 간 관계를 형성하고,

법이 제·개정

각 관계들이 이어지는 경로 설계

주요 내용
연구데이터 플랫폼 생태계에 참여자별로

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없이는

상이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음

연구 노트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함

용성 확대

- (대안 1)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서비스

- 공급자는 연구데이터 곡해와 오용에 대

블록체인 기반 전자연구노트 서비스에 대

를 개발하고, 사용자 수가 임계점(Critical

한 우려, 관리자는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한 사용의향을 높이는 것은 유용성, 사용 용

mass)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술

제도 미흡, 수요자는 낮은 연구데이터 품

이성, 사회적 규범이고, 잠재적 위험은 사용

개발이 필요함

질임

의향을 낮춤

연구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는 블록체인 기술은 아래와 같음

- 연구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나
보안자료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선택적으
로 증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
지식 증명 방식
- 연구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
할 수 있는 DID

정책 대안
수요 기반 연구데이터 플랫폼 목적 및 범위
를 설정함

- (대안 1) ① 수요 발굴, ② 수요 구체화 및
유형화, ③ 주요 수요자 결정 과정을 통해

정책 환경을 제시함

-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전담조직, 기술지
주회사 등 전담 주체 조성 및 관련 인센티
브(세제, 보상 등) 설계 등을 위한 관련 법

주요 내용

협력적 기술사업화 가치사슬(Cooperative
Value Chain for Commercialization)

- 집단지성 기반 기술풀링(pooling)-추가

조항 마련

중개/후속연구-시제품 제작 및 실증-시

문헌을 통해 본 20년의 전개

사업을 통해 본 20년의 전개

장형성 및 진입 등의 통해 단계진화에 따

UI개발이 필요함

국내 관련 문헌은 시기별 주요 키워드가 변

2000년 한국기술거래소 중심으로 기술거

라 가치상승하는 구조의 설계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배포·관리 지원 방안

화하며 정책이나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민

래 및 사업화 인식 조성, 기술가치평가 및 전

기술사업화 국가 또는 부처 단위의 브랜드

마련

감하며, 기술사업화 목표를 각 주체의 역량

- 기업이나 기관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
발·배포·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 블록체인

- (국내 키워드) 전담조직, 공공연구기관,

문인력(기술거래사 등) 확보 등 기반 마련

(Brand) 설계

- 공 공기술이전, 기술거래, 사업화연계기

- 분산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협력적 가

술개발사업, 기술이전전담조직, 기술금

치사슬 지원이라는 통합 구조 하에 연결

정부R&D → 공공연구기관, 협력, 창업

융, 기술정보망 구축, 협력 등의 사업이

함으로써 재원의 집중, 사업의 지속, 그에

국외 관련 문헌은 기술사업화 정책보다는

확대 성장

따른 글로벌 평판 등을 확보

및 범위를 설정함

기술, 산업 관점의 연구, 기술사업화 목표를

공공기술 사업화 관점의 중심 주체(대학, 출

경제성장, 혁신 등 궁극적인 효과에 두는 경

연(연))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 성장

- (대안 2) 연구데이터 플랫폼에서 공공과

로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분산저장기술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이

- 연구데이터 위변조를 막는 전자서명과

공공 연구데이터 플랫폼에 참여하게 하
려면 인센티브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인프라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및 기여에 두는 경향을 보임

블록체인 기반 연구데이터 플랫폼 목적

- 대용량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

해시함수

- (대안 2) 사용용이성을 높일 수 있는 UX/

지난 20년의 전개를 토대로 향후 디지털혁
신환경 하에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사업화

향이 두드러짐

- (국외 키워드) 협력, 경제, 혁신 → 혁신, 기
업가정신, 협력

- (대학)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중심에서
협력, 실용화, 기반 내실화 등으로 확대
- (출연연) 전담조직 기반 조성 중심에서 전
담조직 전문화, 협력 중심으로 확대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국가 R&D 대혁신 방안

연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는데 블
록체인이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찰

정함

- 기술사업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혁

기술사업화 뉴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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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중심 혁신정책
평가체계 구축과 활용방안

과학기술 행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

연구책임자 이민형

연구책임자 양현채

연구 목적

정책 대안

연구 목적

정책 대안

복잡한 혁신정책 수립 및 조정의 효과성 제

선진국의 시스템 평가 동향

시스템 평가체계 구축 및 적용방안

과학기술 행정에서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사례 발굴 및 성공

고를 위해 혁신시스템의 복잡성에 대응한

EU : 시스템 중심 혁신정책평가가 확대 중

시스템 평가 구축 목표의 설정

파악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이 가능한 영역

사례 축적

시스템 중심 혁신정책평가체계 구축 및 정

미국 : 성과관리에서 전략적 검토로 진화

책조정에 활용하기 위한 기본 방안을 제시

일본 : 과학기술 중심에서 혁신을 강화하는

구축을 목표로 하며 상위 정책조정을 위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과학기술 행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논리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환

한 시스템 평가 구축을 목표로 설정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행

탐색연구 추진

수립, 정책조정의 효과성 제고에 필요한

주요 시사점 :선진국들은 혁신 중심의 통합

시스템 평가정책 추진 기본 방향

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 모색

정책정보창출을 위해 시스템 중심 혁신

적 접근 및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

-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혁신정책 및 전략

정책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제시

경 변화 등 시스템 평가 수요 확대의 배경과

상위 정책 수준의 조정 미비

- 예산배분과정의 중복성 위주의 조정에

핵심 접근 요소

- 시범사업 등의 형태로 과학기술 행정에

- 인공지능을 통해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의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 선별

주요 내용

기준 확립 및 선별조직 구성

-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인
공지능 활용이 설계·개발될 필요
- 인공지능을 적용할 문제를 발굴하는 과
정에서도 인공지능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가가 참여
- 실제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전문
가들 간의 지식 공유 플랫폼 구성

공공부문과 과학기술 행정에서 인공지능으

- 초기 활용에서는 현재 기술 수준에 맞추

로 인한 예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활용의

어 단순한 문제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 인공지능의 활용 결과가 단기적으로 만

가 거버넌스 구축 및 환경 조성, 지원 체계

필요성 타진

성능을 확인하고, 기술역량이 향상됨에

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

의 구체화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대상인 과학기술 행

따라 점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로 성능이 향상되는 추이를 모니터링하

- 시스템 평가의 제도적 명시화, 시스템 평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추진체계 마련

필요성, 시스템 평가의 이론적 토대, 현 정

집중, 주요 계획의 역할 및 조정 부족

시스템 평가체계 운영원칙 및 기준 설정,

정의 개념과 범위 구체화, 과거 정보화에서

- 작더라도 실질적인 성공의 경험을 축적

책평가체계 및 정책조정체계의 문제, 시스

정책평가 체계의 미성숙

관련 정책의 연계조정 방안 제시

최근의 지능화로 변화하는 관점에서의 과

한 이후 과학기술 행정에서 공통적으로

학기술 행정의 발전 분석

추진할 방향성 설정

을 담당하는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

템 평가 구축 및 적용방안, 종합제언 등을
포함

시스템 평가의 이론적 기반
혁신시스템 이론의 변화와 이론 적용의 한계
시
 스템 평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접근방법
시스템 수준에 따른 평가방법의 차이

- 예산심의 단위인 개별사업 단위의 평가

- 평가주체, 추진방식, 평가방법, 결과활용

면서 활용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
- 데이터 제공, 알고리즘 개발, 시스템 운영

에 치중. 포괄적 평가체계의 미정착

제시, 종합조정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축,

현재 과학기술 행정에 인공지능이 활용되

인공지능 활용 수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하고, 인공지능이 예상치 못 한 결과를 발

심층평가 및 정책연구의 한계 노정

시스템 평가 전문분석체계 구축, 상위정

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들 사례로부터 활용

요구

생했을 시 각 주체가 어떻게 대응해야할

책조정체계의 강화 및 예산제도 개선 등

을 유형화

- 심층평가 및 정책연구의 정책문제 해결
부족 및 연구를 위한 연구 수준

-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활

시스템 평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종합추진

과학기술 행정에서 전반적 지향을 가늠하

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체계의 구축 제시

고, 현재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정책영

보상 방식을 도입

역에서의 직면하는 문제점을 기초로 향후

- 활용 아이디어 공모, 공무원 정보화교육

예상 장애요인 도출

에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 확충

과학기술행정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 활성

인공지능 활용 기반환경 개선

화와 활용처에 대한 방향성 제시

- NTIS, 성과물, 연구장비 등 기존 과학기
술에서 제공된 데이터 외에 기술무역, 기
술금융, 조세지원, 기업재무 등의 데이터
와 결합·연계하여 가용 데이터 확대
- 데이터 품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공
공 및 민간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

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인
 공지능 추천 결과의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인공지능을 통해 얻은 결과를 실무자들
의 업무에 어떻게 수용하면 좋을지에 대
한 내용이 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국가 R&D 대혁신 방안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혁신환경 및 정책환

진단

도출

- 시스템 관점 접근, 전략적 접근, 정책문제
의 적확한 분석 강화

우리나라 종합조정체계 및 평가체계 현황

주요 내용

- 시스템 평가를 통한 상위 정책지원체계

협업을 통한 과학기술 행정의 지능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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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에의
사회혁신조직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송위진

연구 목적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연구개발사업은

정책 대안
4장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확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업추

사회혁신조직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대 및 주류화

진 과정에서 ‘사회혁신조직’의 참여를 반드

사업 참여 사례 분석

사회혁신조직의 참여가 필수적인 ‘초학제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시 필요로 하고 있음

- 사례 분석과 과제 제시

적 연구(Trans- disciplinary Research)와

그러나 사회혁신조직들이 연구개발사업 참

5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연구개발 범주 설정

여와 관련된 관련 제도나 하부구조, 능력이

사회혁신조직의 참여 활성화와 사회적 효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활동의 스토리텔

미비한 상태에 있음

과 구현을 위한 방안 제시

링 강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사회혁신
조직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확대 방안

사회혁신조직의 참여를 중시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평가시스템 구축

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 사회혁신조직의 혁신능력 향상 방안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관련 교육 프로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 사회혁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플랫폼

그램 운영

구축 방안

사회혁신조직과 연구개발조직이 지속적으

주요 내용

부록

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

1장

- 사회혁신과 전환적 혁신정책

하는 사회혁신 연구개발센터(SIRC: Social

- 사회혁신조직의 특성

Innovation Research Center) 설립 운영

연구의 목적과 기본 관점 제시

- 전환적 혁신정책과 조직·기술·제도의 공
진화 관점 제시
2장

-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능력

사회혁신조직과 수요기관이 주관 연구 기
관이 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회혁신조직들의 ‘기술혁신능력 향상 프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 사회혁

로그램’ 운영

신, 사회혁신조직의 개관

사회혁신조직을 위한 운영시스템 기술고도

3장

화 사업 추진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베스트

연구자·전문기관과 사회혁신조직의 협업을

프랙티스 모델 도출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사회혁신 플랫

- 사회혁신조직의 참여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틀 구성

폼> 구축
사회혁신조직, 기업과 공공기관의 ‘공공·사
회서비스 혁신 이슈 발굴 플랫폼’ 구축

미래 신산업 및 혁신기업 지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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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활용 강국을 향한
과학기술정책 제고 전략

전략자원의 글로벌 Tech-Knowledge
패권경쟁과 한국의 경쟁력 확보

연구책임자 오승환, 이주량

연구책임자 박환일

연구 목적

연구 목적

정책 대안

산업별 적용성이 높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

본 연구에서는 주요 4개 산업별로 (1) 인공

- Module Ⅲ: 농업 분야 인공지능 활용 유

최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기조가 형성되

글로벌 석유 상류 부문에서의 새로운 성장

디지털 오일필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 모색

지능 활용 유망영역 탐색, (2) 중장기적인

망영역 도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공

고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기회 창출을 위해 디지털 오일필드를 전략

정책 제언

산업별(스마트제조, 금융, 농업, 국방) 인공

활용전략 제시, (3) 인공지능 활용을 저해하

지능 활용 전략, 인공지능 활용 저해요인

가 심화되면서 한국은 전략자원에 대한 새

지능 활용 유망 분야 탐색 및 중장기 활용 전

는 요인 파악, (4) 인공지능 활용성 제고를

파악, 인공지능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로운 혁신 성장의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 진

략 제시

위한 정책방안 도출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

방안 도출

입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산업별(스마트제조, 금융, 농업, 국방) 인공

하고 있음

- 석유 및 곡물의 개발과 생산을 포함하는

- Module Ⅰ: 스마트제조 분야 인공지능 활

망영역 도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공

상류 부문에서의 글로벌 동향에 대한 이

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용 유망영역 도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능 활용 전략, 인공지능 활용 저해요인

방안 모색

인공지능 활용 전략, 인공지능 활용 저해

파악, 인공지능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요인 파악, 인공지능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

주요 내용

정책 방안 도출

본 연구는 생태계 관점에서 인공지능 활용

- Module Ⅱ: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유

강국의 조건을 살펴보고, 각 산업별(스마트

해도를 제고
-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다

- 정부 주도의 디지털 오일필드 정책 및 연
구 플랫폼 구축

린뉴딜과 같은 뉴딜 정책을 실질적으로

- 디지털 오일필드 전문 융합 인력 양성

구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

- 자원 분야 및 디지털 기술 기업에 대한 인

- 저유가 시대를 맞아 글로벌 석유 상류 부
문의 비용 절감,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분야

센티브제도 마련
곡물 트레이딩의 디지털화 기술 확산

- 곡 물 트레이딩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

각도로 분석하고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곡물 메이저 기업은 가치사슬의 단계별 수

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

요 대응, 특히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 리스크

곡물 시장 및 산업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예측 및 대응을 위한 혁신 활동 제고를 위해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인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공지능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정책 대안

망영역 도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공

각 산업별로 생태계 관점(기술, 주체, 제도

제조, 금융, 농업, 국방)로 인공지능 활용성

지능 활용 전략, 인공지능 활용 저해요인

및 문화)에서 인공지능 활용성 제고를 위한

주요 내용
석유와 곡물의 개발과 생산을 포함하는 상

- 경영 측면에서 메이저 기업은 생산, 유통,

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파악, 인공지능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정책 방안 도출

류 부문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고 관련 산업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전반

- 디지털 트윈 기술의 효과적인 적용과 실

(아래 그림 참고)

방안 도출

에서 활동하는 메이저 기업의 혁신 활동을

에서 산업의 수직적 통합, 사업 영역의 확

제 활용을 위해서는 곡물 분야의 단계별

연구 대상으로 설정

대를 통한 수평적 통합, 기업 간 인수합병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상호 연결, 통합 작

및 협력을 통해 전 세계 곡물 분야의 생산

업 등과 결부될 필요가 있음

- 석유는 탐사, 개발, 생산 등 분야의 시장
연구의 프레임워크
•AI 고급인재 확보
•스타트업 생태계
•AI 기술기반 산업
•AI 플랫폼 시장
•분야별 시장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인공지능 분야
현황 분석

주체

기술

•AI 원천/응용기술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구축/활용
•클라우드/고성능 컴퓨팅

제도 및
문화
•규제 및 법제 정비
•AI 윤리 정립
•사회문화적 수용성
확대

•AI 기술 발전과 동향
(AI 정의/범위,
AI 기업동향,
국가별정책동향,
사회/경제적 영향)
•AI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분석
•국내외 인공지능
Start-up 분석

및 산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글로벌 시
주요 산업별
국내외 AI 활용 현황 및
정책 동향
•주요 산업별 AI 활용
현황(국내외)
•산업별 인공지능
정책 동향

산업별 AI 활용 관련
설문조사

•산업별 AI 활용에
따른 효용 및
발생 가능 문제점
도출
•각 산업별 AI 활용
주요 분야 도출
•주요 분야별 AI 활용
저해요인 분석(기술/
주체/제도 및 문화)

산업별 인공지능
활용 제고 방안 도출

•생태계 관점 산업별
AI 활용 강화 방안
도출(기술/주체/제도
및 문화)
•산업별 단-중-장기
인공지능 활용 방안

성 향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장을 장악하고 있는 전통적 메이저 기업,

- 기술 측면에서는 ICT를 포함하는 최신의

국영기업, 전문 서비스 기업 등의 혁신 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기존의 물리

동을 분석하여 한국의 기술적 포지셔닝

적 분야에 디지털 요소를 결합·적용하여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

운영비 절감, 기업의 민첩성 및 회복탄력

- 곡물은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
슬과 산업 현황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
며 이 분야 메이저 기업인 ABCD(ADM,
Bunge, Cargill, LDC)의 혁신 활동과 글로
벌 혁신 트렌드를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

성 강화, 안정적인 운영과 수익의 최적화
등을 위한 전략 및 연구·개발에 집중

글로벌 리스크 대응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미래 신산업 및 혁신기업 지역혁신

- Module Ⅳ: 국방 분야 인공지능 활용 유

지능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생태계관

적 포지셔닝 분야로 선정

-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뉴딜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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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R&D 전략의 전환
– OLED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전환시대 지역혁신생태계에서
선도기업의 역할과 기여

연구책임자 배용호, 최종화

연구책임자 김승현

연구 목적
글로벌 분업체계의 변화에 우리의 R&D 전

정책 대안
기술 측면의 글로벌 분업체계 분석

략은 잘 대응해 왔는가, 변화의 동인은 무엇

- OLED 글로벌 분업체계의 구성 및 변화

이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

- OLED 글로벌 분업체계의 향후 변화 요인

한 방안 모색

-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 동인과 시사점

- OLED 산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시
사점 도출
●

OLED 산업 생태계 분석

경로 생략형/경로 창출형 기술 개발

(정책 대안의 방향) 법제도 관점, 기업·산업

지털전환에 따라 혁신시스템이 어떻게 변

국내외 어려운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 디지

혁신 생태계 구축관점, 사회·공공가치 확산

화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유

털전환을 기회삼아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의 관점에서 지역혁신생태계 육성이 이루

지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고성장기업

및 사회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주

어져야 함

오의 탄력적 운용

(선도기업)과 사회혁신조직(선도조직)의

요 선도주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

현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

을 도출함

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 시점 전망과 대비,
기술예측에 따른 선제적 기술개발
- 환경 변화에 대응한 R&D 투자 포트폴리

- OLED 산업의 수출입 분석
- OLED 기업 생태계 분석: 장비, 소재, 부품

별화

가간·기업간 경쟁 등 산업의 동태적 변화,

-산
 업 생태계 변화의 동인 및 정책적 시사점

- 글로벌 분업체계 분석은 글로벌 생산네
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OLED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조업 경쟁력의
●

핵심은 생산단계이기 때문

-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조 분석: OLED 포
트폴리오 및 네트워크 분석
- 정부 R&D 투자의 성과와 과제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 소재·부품·장비, 디스플레이 및 OLED 관
련 국내외 정책 비교 분석

주요 내용
분석의 대상과 범위

- 글로벌 분업체계 분석에 있어서 기술 측
면의 글로벌 분업체계, OLED 산업 생태

- 정부 정책의 추진 성과와 과제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소재/장비 분야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수
요 연계형 R&D 사업, 중장기 소재혁신사
업 강화
- 대학, 출연연 등 공공기관의 소재 혁신연
구 장기 지원 및 R&D 전문기업 육성
패널-소재-부품-장비의 생태계 구축

- 대/중소기업의 협력 강화 및 장인적 중소
기업 육성
- 장비기업의 대형화 추진 및 소재기업의
전문화 유도
-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구축 보완

- 전환의 개념과 생태계의 변화, 새롭게 창
출되는 가치에 대한 이해
- 지역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선도기업의 현
황과 육성방안 모색
- 사회·기술시스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선
도조직 사례 및 확산방안 탐구

- 첫 번째 파트에서는 크게 혁신시스템의
세 가지 차원(Micro, Meso, Macro)의 전
환에 대한 문헌분석과 법 및 정책현황 분
석을 수행함
- 두 번째 파트에서는 통계청의 기업생멸
통계, 한국기업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 법제도 관점에서는 사회·경제적 가치 통
합 추진 체계와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
함. 특히, 지역별 정책역량 강화와 차별화
모색이 중요
- 지역 내 건전한 기업·산업혁신 생태계 구
축을 위해서는 스케일업에 대한 지속적
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
●

상시적인 스케일업 모니터링 및 통계기반

●

지역 기업 네트워크 구축과 프로그램 파급

두 가지를 활용하여 지역 고성장기업 통
계하고, 영국의 스케일업 모니터링을 토

의 연구체계 확립을 제안

대로 지역 선도기업 설문조사를 수행하

효과 분석 체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책 제

고 결과를 분석함
- 세 번째 파트에서는 사회·공공가치 실현

시가 필요함

- 사회·공공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기

우수조직으로 해외 사례 3건과 국내사례

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

8건을 살펴보았음

●

계, 정부 R&D 투자 및 성과, 국내외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자 역할 강화 제안
●

 글로벌 분업체계 분석에 있어서 기술 측면,

으로 살펴보는 연구 부재

- 태동기(1990년대), 진입기(2000년대),
성장기(2010년대)로 시기 구분

정부사업에 ESG 제도 도입과 사회적 성과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산업 생태계 측면, 정부 R&D 등을 종합적

민-산-학-연-관 플랫폼 구축과 정부의 촉

●

중장기 관점의 시스템 전환전략과 모니터

링 정책 개발이 필요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미래 신산업 및 혁신기업 지역혁신

분업체계 변화 분석에 적합

정책 대안

본 연구는 뉴노멀 2.0과 지역소멸과 같은

 조업에서 차지하는 OLED의 중요성, 국
제

정부 R&D 투자 및 성과 분석

주요 내용

지역혁신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디

소재/부품 혁신 특성의 차이 감안, 정책 차

글로벌 분업체계의 발달과 변화가 글로벌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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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류의 혁신원천 분석:
K-뷰티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연구중심대학의
경쟁력 확충 방안

연구책임자 정일영

연구책임자 이윤준

연구 목적

연구 목적

주요 내용

제3장에서는 K-뷰티 혁신시스템을 분석하

-K
 -뷰티 산업의 SWOT 분석을 기반으로 혁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의 연구경쟁력은 상대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연구경쟁력 정의

- 국내 대학 연구인력인 석·박사 인력의 역

목받고 있는 화장품 산업에 대해 혁신 관점

기 위해 3개의 세대로 구분하고 혁신시스템

신원천과 전환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분

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글로벌 수준의 연구

-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선정하여(도전정

량인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

으로 지금까지의 성공을 이끌어온 혁신원

의 구성요소인 기술, 행위자, 제도 및 시장

석해보면 강점보다는 약점과 위협요인의

경쟁력을 갖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필요하

신) 연구팀 구성 및 연구방법에서의 혁신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체계 및 연구

천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함

수요를 분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K-뷰티

며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성을 추구하고(창조성/혁신성), 팀 자율

환경을 국내 대학이 갖추고 있지 못한 것

-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연구인

적 연구수행을(자율성) 통해 새로운 사회

이 연구경쟁력 저하의 주된 요인임

력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적 가치를 창출하는(가치지향성) 연구를

- 국내대학은 실패에 대한 제재, 논문 수 위

에 기반하여 국내 이공계 대학의 연구경

수행하고 이런 역량을 갖춘 연구인력을

주의 평가 등으로 인해 도전적·창의적 연

쟁력 진단

배출하는 것”이 4차산업혁명시대 대학

구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며, 대학에

의 연구경쟁력임

서 창출된 지식의 산업적 활용 및 사업화

정량적·정량적 비교분석 결과

를 위한 전문화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

- 연구 질문은 ① 한국 화장품 산업의 혁신

- 1세대 시장 형성기(~’00), 2세대 도약기

원천, ② 혁신원천의 지속가능성, ③ 한국

(’00~’10), 3세대 고도화기(’10~)

화장품 산업 혁신원천의 생성과 전환을

제4장에서는 화장품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저해하는 요소 파악 등으로 구성됨

위해 화장품 기술을 개발하는 주체들의 연

- (분석의 초점) 혁신원천이 다양한 혁신주체
로부터 어떠한 기회에 의해 생성되고 어떠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
안이 필요한 시점

정책 대안

구개발 활동과 성과를 보여주는 산업지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화장품 산업은 혁신기

중 하나인 특허 분석을 실시

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 국내 이공계대학의 강·약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상호작용과 제도에 의해 혁신자원으로 전환

- (분석결과) 화장품 산업은 소비자 니즈와

되며, 이후 혁신활동과 혁신성과에 이르기까

트렌드를 팔로우하기 위한 관련 기술발

가능성은 담보되지 않은 상황

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분석의 관점임

전이 빠르고,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K-뷰티의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① 혁

(정책지원 방향) 이공계 대학의 연구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신원천 생산기제의 다원화, ② 혁신원천의

및 제도 개선에 주력

때문에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

전환과 연계를 촉진하는 혁신네트워크 형

본 연구는 제2장에서 K-뷰티의 이해와 이

신 주체 간 연계의 강화가 필요

성과 확대, ③ 강건한 혁신시스템을 위한 제

론적 틀을 제시하고 혁신원천을 파악하기

제5장에서는 화장품 산업의 강국인 프랑스

도 내실화와 고도화가 필요

위해 제3장 혁신시스템 분석, 제4장 특허분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프랑스는 다양성과

- 혁신원천 전환의 핵심 행위자인 OEM/

석 및 제5장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기

포용의 혁신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

ODM 기업으로 일원화된 생산 및 개발

반으로 제6장에서 혁신원천을 제시하고 제

장 중심의 양질의 인적자본, 산학연계 클러

시스템을 다원화하기 위해 혁신기업 육

7장에서 결론 및 정책방안을 제언

스터 및 강력한 규제체계가 혁신의 원동력

성과 공공분야와의 기술 연계가 필요

제2장에서는 화장품 산업의 혁신원천을 분

으로 작용

석하기 위해 산업혁신시스템(SIS) 이론을

제6장 K-뷰티의 혁신원천 분석을 통해 국

주요 내용

있고 그 변화 가운데 국내 혁신원천의 지속

- 혁신시스템 발전 및 혁신원천이 다양하
게 생성되려면 연계성 높은 혁신네트워

분석의 틀로 활용하며 혁신원천에 대해 조

내 혁신원천은 ①브랜드 컨셉, ②한방원료,

크 형성 및 확대가 필요하며 도시형 혁신

작적 정의를 부여함

③ 제형기술 및 ④ 소비자 니즈 기반 단기간

공간(innovation district)도 고려 가능

- (혁신원천의 정의) 산업 내 다양한 혁신주체

제품화 능력으로 분석되며 혁신원천이 혁

- 시장 수요보다 앞선 제도 도입은 충분한

에 의해 생성되고 산업 내·외부 환경변화와

신자원으로 전환되는 기제는 OEM/ODM

검토가 필요하며 산업 전략(기능성, 맞춤

기회에 의해 혁신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보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력임

화, 고급화)에 부합하는 우수인력 양성방

다 근원적인 지식, 정보, 네트워크 등을 말함

안 필요

- ‘도전적 연구주제’와 ‘새로운 가치창출’ 영

정책 대안

어 있지 못함

역에서 해외 대학과의 격차가 더 크게 나
타남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분석 결과

정책 방향

지원 정책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지원사업
도전적 연구주제
새로운 가치창출

도전적·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미흡

인력과 조직 간 격차분석

개방형 연구시스템 구축
시스템 및 환경
측면 개선에 주력

연구경쟁력 정량·정성 분석

조직체계, 연구환경
조성 미흡

실패가 용인되는 질적 성과 지향의 평가체제

창출된 지식의
산업적
활용 미흡

기초연구성과 후속연구 프로그램
기술사업화 조직의 독립화·전문화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1조 개정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미래 신산업 및 혁신기업 지역혁신

본 연구는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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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데카콘 기업의 성장경로 분석
- 미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

혁신 경쟁력 확충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전략 연구

연구책임자 백서인

연구책임자 전지은

연구 목적

주요 내용

정책 대안

연구 목적

과거 글로벌 기업들이 수십 년의 성장을 통

데카콘 개념(특징, 해결 과제) 및 국내외 현

(제언 1) 성공적인 연쇄 창업가 및 글로벌 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추진을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진행된 1차 심층인터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해 실현한 가치를 혁신 기업들은 10년 안에

황(미중 데카콘 및 혁신 생태계 현황) 분석

재 육성

위한 법·제도 핵심 목표를 도출하고, 이를 충

뷰,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적 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함

디지털 뉴딜 추진에 있어 목표와 제도개선

-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도출하고

있는 노동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자 2차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있어 소외될 수 있는 노동 분야와 노동권

실현

혁신 기업의 성장 요인(스타트 업 성장요인,

(제언 2) 국가의 차원의 전략적인 수요 조

가치 결정 요인 등) 및 성장 경로(성장 단계,

성,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충

Facebook, Apple, Microsoft)은 개별

스케일 업 등)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분한 성장 기반 구축

시가 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 했으며, 중

미·중 데카콘 9곳에 대한 사례 분석

(제언 3) 신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규제 완

디지털 뉴딜 활성화 관점에서의 이슈 도출

- 디지털 뉴딜의 제도적 추진을 위한 요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화, 신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 완화

을 위해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시행함

로서 구조적 대전환을 통한 시장경제 체

위한 사회적 합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심층 인터뷰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추진을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등 파

있음(독일 Arbeiten 4.0 참고)

위한 제도개선의 지향점(목표), 입법 수요

급력, 지속성 등으로 제시되었음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의 개정: 민간의

- 미 국의 GAFAM(Google, Amazone,

국의 BATH(Baidu, Alibaba, Tencent,
Huawei) 역시 거대한 내수수요와 정부
의 지원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박스)
- 비상장 데카콘(바이트 댄스, 디디추싱,
스트라이프, 스페이스 X, DJI)

업을 의미하는 유니콘이 가진 차별성·희소

미국과 중국의 로컬/글로벌 데카콘의 성장

성이 하락하여, 차별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

요인 및 성장 경로

신 기업을 대표하는 데카콘을 연구 대상으
로 선정

- 글로벌 데카콘의 핵심 성장 요인: 인재,
시장·수요, 투자, 규제, 기술

(제언 4) CVC 제도 개선 및 M&A 활성화

발굴 및 입법과제 제시를 위해 전문가 의견
을 종합함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구시대적 기준으로

정책 대안

설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심
 층인터뷰는 디지털 뉴딜의 주요 이해관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뉴딜 제도개선을 위해

상에 시설에 대한 의미에 디지털 인프라 및

계자 그룹을 디지털 기술 활용 기업, 정책

서 구조적 대전환(Reform), 일자리 창출 및 소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포함시켜 민간 기업

연구자(대학 및 출연연), 정부 및 국회 등으

득증대 파급력(Recovery), 취약/소득 계층 포

이 디지털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용력(Relief), 지속성(Sustain) 등의 3R’S을

시장경제 관리 거버넌스 구축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대표 데카콘 기업

- 중국 로컬 데카콘의 성장 경로: 중국에서

로 구분하여 10명의 전문가에게 디지털 뉴

의 성장요인과 성장경로에 대한 심도있는

탄생 → 성장(중국 시장 독과점) → 글로벌

딜의 제도적 개선의 목표와 우선 및 중요

목표로 다음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진출 → (나스닥/홍콩 증시 상장)

추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심층인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며, 데이터 경제

- 중국 글로벌 데카콘의 성장 경로: 중국에

터뷰 질문 사항을 대상 그룹별로 디지털 뉴

를 위해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데이터 경

관리는 기존의 경쟁법적인 규율에 한정

서 탄생 →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 국

딜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개선 사항

제를 정책적, 입법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

되어서는 안되고,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

내 시장 진출 → 독립 플랫폼 구축

에 150명의 기업, 정책 연구자, 정부 및 국

므로 데이터 경제 개념을 정립하고, 구축하

을 갖춘 거버넌스가 필요함

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고자 하는 데이터 경제 내에서 데이터의 수

- 데이터 경제준칙 마련과 데이터 접근권

- 1차 심층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집 기준, 정보 공유, 데이터 개방 여부 검토

에 대한 규율 관리 등 데이터 집약적인 경

쟁점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신산업 활성

및 관리, 데이터 생성자와 점유자의 권리 기

제 체제를 관리하고, 산업 활성화 조치까

자함

- 미국 로컬 데카콘의 성장 경로: 미국에서
탄생 → 미국시장 기반 성장 → (세계 시장
진출)
- 미국 글로벌 데카콘의 성장 경로: 미국에

- 데이터 경제와 관련한 경제 규제를 담당

화, 민간 참여 확대, 거버넌스 구축 등으

준, 대가 관계, 데이터 가치 평가와 같은 품

지도 통합적으로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

서 탄생 → 글로벌 시장 지출 → 중국 진출

로 구분함

질관리 등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는 역할이 요구됨

→ 실패 → 상장

설문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은 데이

신
 규 업종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경제의

-신
 산업 안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해관계자

터 활용, 신산업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및

본격화에 따라 온라인 경제, 플랫폼 경제 등

간의 갈등 문제로, 이러한 사회적 갈등관리를

지속적 추진 필요, 제도개선의 실효성 등으

의 확산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발생하게 되

위한 포용적 사회 안전망 도입을 위한 조정체

로 구분하여 정리해볼 수 있음

므로 새로운 노동방식, 노사관계를 어떻게

계 운영이 필요(EU Innovation Dea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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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 하는 비상장 스타트

- 상장 데카콘(핀둬둬, 메이퇀, 우버, 드롭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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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ⅩⅡ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6차년도)

연구책임자 최종화

연구책임자 김영환

연구 목적

정책 대안

연구 질문 및 목적

연구 목적

공간부문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사회가 바라

- 가 상공간확장에 대응하는 생태계 조성

는 미래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
향은 무엇인가?

먹거리부문

방안 마련
- 도시저밀화 지속확대에 대응하는 물리

연구 범위

시설 재정비

- 코 로나가 촉발한 글로벌 미래 트렌드와
이슈 동인을 심층 탐색

- 거래방식혁신에 부응하는 물류혁신 지원
- 개인독점공간확대 현상을 고려한 공간

- 언택트 중심의 생활양식 변화와 직결된

조성 전략 마련

4대 핵심 분야의 주요 테마 도출

- 이동수단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울주행

오 도출 및 선호 미래사회 도출

등 미래기술 기반 마련

-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미래사회 실현

- 물류시스템 대전환에 대응하는 생활물

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안 및 대안 모색

류 대응전략 마련
화 대응방안 마련

미래 트렌드 파악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하는 전략 마련

- 먹거리 생산-소비의 근접 및 소비자 참여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혁신창

의 정주공간 정책 마련

업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한 국의 혁신창업생태계를 부문별 지표로

- 언텍트 먹거리 소비를 위한 편의성 향상

구성된 현황판(Dashboard)을 통해 정량적

기술혁신 정책 추진

을 위한 심층연구
- 별권: 핀란드의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전문가들의 의견 수

생태계 연구

렴을 통해 정성적으로도 진단함

한국의 혁신창업생태계 성과 진단 및 대시

책추진 완급조절

국가, 기업, 개인 차원에서의 혁신창업 성과

보드 개발

건강부문

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 혁신창업생태계 성과 진단을 위한 분석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지원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① 기업가/창업, ② 기

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업, ③ 자금, ④ 지원조직, ⑤ 기술/지식 인

- 실시간 건강관리 사회를 위한 전주기적
데이터 관리와 정보 주권

프라, ⑥ 정책/규제, ⑦ 교육, ⑧ 문화/인

고도화
한 생활방역 전략 수립

식, ⑨ 기업가적 다양성, ⑩ 글로벌화의
10대 부문 선정)

정책 대안

COVID-19 시대의
미래트렌드

공간의 미래

② 언택트 패러다임에서의
생활양식 변화와
직결된 핵심 부문별
테마 탐색

④ 바람직한 선호미래상 도출 및 시나리오 구현

⑤ 국민이 바라는 미래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지원생태계 체계화 및 고도화

•창업활동의 대중화 : 심리적 장벽 완화
•준비된 창업유도 : 역량강화/사전진단
•창업의 질 : 기술/고급연구인력 창업
•패러다임 변화 :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스케일업 : 수요기반, 성장지원 체계화

교육 확대와 문화·인식 확산

먹거리의 미래

성 분석
한 국의 혁신창업생태계 성과증진을 위한
심층연구

- (기업 차원) 혁신기업의 다차원적 성과분
- (창업가 차원) 한국의 혁신창업가 성공사
례 및 특성 분석
- (정책 차원) 한국의 혁신창업 지원정책
성과 분석 및 진단
- 연구소기업과 TIPS 프로그램 참여기업
의 성과 비교 분석

연구

가능 미래

건강의 미래

가 대상 근본 원인 및 정책대안을 묻는 정

핀란드의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한국의 혁신창업생태계 성과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이동의 미래

선호 미래

- 각 부문별 이슈 도출 및 창업생태계 전문

- 공공창업과 민간창업의 성과 비교 분석

창업활동 및 기업성과 증진

선호미래상에 대한 전망과 정책대안 도출

표값 추출을 통한 정량 분석

석 프레임워크 개발

으로 실효성 확보

출 및 미래사건 인식조사

③ 국민참여에 기반한 부문별
미래사건 도출

및 대시보드 개발
- 제2권: 한국의 혁신창업생태계 성과증진

- 사회문화정책으로서 스마트 농업 활성화

-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재정시스템 개편

국민 워크숍을 통한 미래사건 시나리오 도

① COVID-19가 촉발한 글로벌
미래트렌드와
주요 이슈동인 탐색

- 제1권: 한국의 혁신창업생태계 성과 진단

- 뉴노멀 시대 일상적 방역문화 정착을 위

- 미래형 교통시스템의 전환가속화에 대응

관련 키워드 및 주요테마 탐색

성과(현 주소)와 그동안의 다양한 정부 지원

- 원격의료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와 기술

- 셧다운으로 인한 여행관광방식의 환경변

주요 내용

- 신뢰도 높은 먹거리 데이터 생태계 조성

- 한 국의 혁신창업생태계 부문별 주요 지

•생애주기별 교육시스템 전문화·체계화
•수요기반 교육 차별화 전문인력 육성
•실전형 교육, 창업 간접경험 기회 확대
•역할모형 발굴, 성공창업가 생태계기여
•창업기업 근무환경 개선, 인재유치 지원

•민간 VC, 엔젤, AC 자율·역량 강화
•대기업 공정 투자/M&A 활성화
•공공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 책무 강화
•스타트업 규제혁신/데이터 활용성 증대
•정부 창업지원 전략성 및 효율성 강화

한국의
혁신창업
생태계
정책방향

- 핀란드의 혁신생태계와 스타트업의 역할
에 대한 고찰
- 핀란드 혁신실험 및 스타트업을 위한 정
책플랫폼: 혁신랩과 스마트시티를 중
심으로 한 사례연구(Forum Virium

생태계 다양성 및 확장성
•여성창업 인프라 및 일-가정양립 지원
•청년/장년 창업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지방 도시기반 창업거점 인프라 구축
•사회적가치창출기업 특화지원 확대
•본글로벌창업 및 외국인창업 활성화

Helsinki, Demos Helsinki)
- 핀란드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특성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미래 신산업 및 혁신기업 지역혁신

- 국민 참여에 기반한 분야별 미래 시나리

이 연구는 다음 세 권의 보고서로 이루어짐

- 첨단기술 중심의 먹거리 생산에 관한 정

이동부문

주요 내용

이 연구는 혁신창업과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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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업 지형 분석과
중소기업 혁신정책 기획 연구

연구책임자 김선우

연구 목적

정책 대안

이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이 향후

셋
 째, 기업의 연구개발비 측정 방식이 기

- ① 정부 연구개발투자 기업에 대한 지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지표를 제안

준에 따라 다름을 보이며, 각 조사마다의

하고, 당면한 몇가지 현안이슈 즉, 기업 연구

한계점을 지적함. 기업의 연구개발비 측

개발비 측정에 대한 이슈, 기업의 학술활동

정의 정확도 제고 방안으로 연구개발활

과 성과 간의 관계, 국내 스케일업 모니터링

동조사의 공개, 기업정보 업체의 연구개

- ③ ‘한국 스케일업 심층연구’ 구체화 방안

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이슈를 심층 연구함

발비 측정 기준 명확화를 제시함

- ④ 기업 관련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② 기업 연구개발비 산출 및 측정의 정확
성 제고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넷
 째, 최근 기업은 학술활동을 통해 해당

주요 내용

전문가를 기업으로 유인하고, 시장에서

첫째, 한국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의 평판을 획득하는 등의 전략으로 활용

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가운데

함. 학술논문과 기업의 가치 혹은 성과 간

7%가 재무정보가 나타나며 이 중의 13%

의 관계분석은 학술논문 데이터 확보와

가 연구개발을 수행함. 또한 연구개발 수

기업명 정제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행 기업 가운데 17%가 정부 연구개발 지

국내에서는 활발히 연구되진 못하는 실

원금을 받음. 정부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

정임. 이 연구에서는 이를 시범적으로 분

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학술활동이 매

안나타나는 경우, 재무정보가 없는 경우,

출액과 당기순이익에 긍정적이라는 결

아예 기업의 존재가 식별되지 않는 기업

과를 밝힘

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보 축적의 필요

다
 섯째, 한국기업데이터(KED)를 활용한

성을 제안함

영국의 ScaleUp Insight 벤치마킹 가능

둘째, 국내 기업 부문의 국가승계통계 55

성을 검토하여, 종사자의 수만 축적이 된

종을 시기별·기능별·활용주체별로 체계

다면 동일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화하였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혁신

제시함

역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실태조
사로서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연구개
발활동조사, 한국기업혁신조사를 제안
함. 또한 해외 기업통계 DB를 바텁업 방
식으로 조사하였고,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영국의 스케일업연구소를 벤치마킹
타겟으로 제안함

국가 혁신 이슈에의
종합적 대응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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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 사업(ⅩⅠ)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4차년도)

연구책임자 김선우, 임채윤

연구책임자 이광호

연구 목적

정책 대안

연구 목적

정책 대안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개선되고

산 업별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제조업보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보지식

기술규제 핵심의제 발굴과 이에 대한 대응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접적 규제 외

[제1권]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있는지 분석함

다 서비스업이 높았으나, 총요소생산성 변

큐레이팅 서비스 제공

방안 제시

에 세부규정, 가이드라인, 관행적 절차 등

[의료부문]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규제 쟁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의 세계적 보편성

화율은 대체로 산업 차이보다는 기업규모

기업 내부의 배분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방

과 한국적 특수성을 조사함

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형 혁신 도입

형 규제시스템 설계’라는 기본 문제의식

[식품부문] 신기술 활용 식품의 정책 형성
과정 분석과 규제이슈 진단

우리나라 산학연협력의 트렌드는 어떠하
며, 협력으로 인한 성과가 나타나는지 근거
를 제시함

주요 내용
의 기술혁신역량은 증가하고 있음

의 동시개선 필요

중소 서비스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

을 바탕으로 의료, 교육, 식품 등 국민생

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

구기반 조성

활과 밀접한 분야 및 인프라 부문(규제샌

-G
 MO식품, 유전자편집 식품, 배양육 등 신

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직접대출 방식을 투

드박스)의 선도적 기술규제 의제발굴과

기술 활용 식품의 규제이슈를 정책옹호연

우리나라 인구 백만 명당 공공-민간 협력논

자방식으로 점진적 개선

의제별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합모형을 통해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문의 수와 전체 논문에서 공공-민간 협력논

투 자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에 특화된

기술규제 분야 이해관계자 협의 활성화를

[인프라부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

문의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벤처투자 확대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제시

로 작동기제 연구

- 대학이 주도하는 학술논문의 양적 증가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기반마련과 의료
일원화 추진 등
[교육부문] 일반대학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
한 제도 개선방안

- 대학수업의 시·공간 관련 규제 완화, 교육
규제샌드박스 추진, 역량별 차별화된 자

- 기술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 현재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

갈등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실

[식품부문] 신기술 활용 식품의 정책 형성

(2019년 기준)은 6%에 불과한 반면, 기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의 활성화를 위한

행절차 상 주요 이슈 분석과 이슈에 대한

과정 분석과 규제이슈 진단

수 있는 지표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으

업에서 산학협력 논문 비중은 84.9%로

기본적 정책방향과 구체적 정책과제를

대응방안을 제시

나, 비공개 자료인 한계가 있음

대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제시

[제2권] 이해관계자 협의 활성화를 위한 정

신뢰성·중립성 우선, 규제공백 제거 시스

각국의 기술금융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책방향과 과제

템 수립 등

나라는 미국과 비교해서는 작지만 영국, 일

기존 협의의 한계 : 형식적 협의과정 운영,

[인프라부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

답이 정해진 협의, 동일한 논쟁의 반복 등

로 작동기제 연구

- TCB 기술등급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에 비해 대학에서 산학협력 논문의 비중

우수성을 정량화·객관화하여 비교해 볼

본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임

- 국가별로 기술금융에 대해 합의된 정의
가 존재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기술성 평

기업의 학술활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DB

점과 대응방안

- 규제완화 부작용 가능성, 중장기적으로

구축

주요 내용
[제1권] 기술규제 의제설정 연구
[의료부문]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규제 쟁

이해관계자 협의의 주요 쟁점 : 국내외 사례

점과 대응방안

분석

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

- 사법부 주요 판례분석, 주요국 의료체계

- 논의의 다양성 확보, 혁신성 제고방안 모

공 및 민간 부문의 자금 지원으로 정의하

비교분석, 국내 주요 한의대·의대 커리큘

색 및 협의진행 투명성, 전문가집단의 역

고 분석함

럼 비교분석, 복수면허자 대상 심층인터

할 및 규제과학적 근거자료 확보 중요

뷰 등을 통해 해당 쟁점 관련 전문성과 위

해외 모범사례 분석 : 유럽 화학물질관리청

험성 등을 분석

(ECHA) 사례

[교육부문] 일반대학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
한 제도 개선방안

- 코 로나로 인해 고등교육 원격수업 규제
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디지털전환의

- 협의결과를 산업계 혁신에 실질적으로
피드백하고 이해관계자 간 일상적 교류
를 통해 규제이슈의 조기 포착 및 협의 내
용 공개를 원칙화

율성 부여 등

- 근거기반 숙의과정과 정보공개, 중재시

-관
 련정보 DB화, 내부 유인구조 및 합리적
절차기준 마련, 리스크 경감 정책적 보완 등
[제2권] 기술규제 사후평가 체계 구축 방안
-이
 해관계자 협의를 혁신동력으로 활용하
고 자발적 협의 촉진을 위한 별도 정책 마련
- 이해관계자 협의 촉진법(가칭) 제정, 사
전공개 사항, 진행과정, 사후조치 등의 일
련의 점검체계 구축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국가 혁신 이슈에의 종합적 대응과 전략

TCB 기술등급으로 살펴본 제조 중소기업

- 서비스업 내 규모간 총요소생산성 격차

- 혁신과 규제와의 관계’ 규명과 ‘혁신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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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2차년도)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사업(1차년도)

연구책임자 하태정, 양승우

연구책임자 박찬수

연구 목적

연구 목적

첫째, 국가난제에 대한 역사적 사례 고찰을

1차년도 연구를 통해 도출된 10대 분야 39

- (인과분석 연구) 사회문제와 정책 간의

빠른 기술변화와 정책환경의 높은 불확실

통해 난제의 근저를 구성하는 경제, 사회 시

개 국가난제 이슈 가운데 시급성과 파급성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다이내

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

스템의 구조적 맥락과 속성을 이해한다.

의 순위가 높은 3개(국방, 지역, 환경) 분야

믹스 기법을 활용한 인과순환지도 작성

로 새로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국가 차원

둘째,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 관점에서 국가

를 선정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

난제 고착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가난제
이슈에 특화된 관리 및 대응 방법론을 개발,
고도화 한다.

- 국방, 지역, 환경에서 각각 2개 세부 이슈
를 선정하여 난제 분석과 대응 방안 도출
영역

셋째, 다학제적 정책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과 운영을 통해 시범 연구 사례에 대한 적

이슈

1-1. 한국형 방산비리와 국방R&D
국방

첨단과학기술군 이행
2-1. 지
 역인구감소를 어떻게

주요 내용

지역

난제 개념을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2-2. 지
 역산업쇠락을 어떻게
신부흥 시킬 것인가?

위한 정책 영역의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들
과의 융합 시도

막을 것인가?

3-1. 생활폐기물 처리의
환경

- 완전한 해결이 아닌 변화에 따라 난제를

근본적 해결
3-2. 해양쓰레기 문제의 위험 관리

끊임없이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

●

정책 대안

- 이를 통해 정책 수요자의 지식을 최대한

대안 발굴 및 AHP를 활용한 융합정책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의 집단지성 플랫

(policy-mix) 우선순위 도출

폼(collective intelligence platform of

- (국방) 정책 대안으로 ‘적정 수준의 감사
어야 한다고 제시
- (지역) 인구소멸 현상을 촉발시키는 근원
적 문제인 쇠퇴한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접지역 간 협력 강화 및
초광역 경제권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정
책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응’ 또는 끊임없는 ‘해소’(Resolution)관

지속성(발생경로 분석), 복잡성(지형도 개

해양쓰레기 이슈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점에서 난제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발), 불확실성(인과분석 연구) 분석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남

policy)”으로 활용

주요 내용
(내용 1)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워킹그룹
운영

- 현장 전문가 중심의 워킹그룹(WG) 구성
및 운영
- 주제별·지역별 하위 WG 네트워크로 분화
(2차년도와 연계)

석 등)을 활용한 국가난제 영역별 핵심 담
론 해석

민간 중심의 제조데이터 표준제정 및 확산
제조데이터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지원
기업 내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및 스마트생산 역량 제고

제조데이터 공유 플랫폼 및

제조데이터 거래소 도입을 통한 데이터 공유·거래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생산

기존 제조기업들의 신규 디지털서비스 발굴 지원

생태계 조성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 간 협력 촉진

미래형 유연 제조 및
개인 맞춤형 생산을 위한
체계 마련

미래형 유연 제조 및 맞춤형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소비자가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생산시스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제도 정비
제조 운영기술(OT)과 정보기술(IT)을 아우르는 융합형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기타

소상공인 스마트생산 전환 지원

가 포럼 개최
공개
정부지원 방향성(어젠다) 제안

따른 정책의제의 변화 분석, 정합관계 분

스마트공장 및 제조데이터 보안 인프라 구축

- WG별 논의 및 합의결과 기록 및 합의문

위한 노력의 과정을 추적하고, 재정의 및

링, 키워드 유사도네트워크, 정권 변화에

시뮬레이션 툴 보급

데이터 인프라 구축

- 기술, 비즈니스모델 등 열린혁신랩 전문

(내용 2)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전략 도출,

- (지형도 개발) 네트워크 분석(토픽모델

기업의 공정 시뮬레이션 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역 기반 공정
스마트생산을 위한

제조데이터 기반의 연계산업 및 비즈니스모델 발굴

역사적 접근을 통해 문제 발생과 해결을
해결방안 제시(이해관계자 재편 등)

실행과제

스마트생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체계와 감사절차 간소화’가 가장 우선되

- (환경) 생활폐기물 이슈에서는 산업 활

- (난제 발생경로 분석) 국가난제에 대한

플랫폼(open policy lab)을 운영

지 식융합포럼을 통한 난제 유형별 정책

성화 등 시장을 통한 해결이 강조된 반면,

정책영역의 다양한 성과 활용

어젠다

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열린정책

국가난제의 속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

스마트생산 정책어젠다 및 실행과제 제안(안)

- 참여자간 협력·합의에 기반한 정책어젠
다(혁신의제) 제안·구체화
- 일반 국민/전문가 인식 조사를 통한 의제
간 우선순위 도출
(오른쪽 그림 참고)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및
워킹그룹 운영

내부연구진 워크숍 및
정책전문가 회의

•3개 분과로 구성 및 워크숍,
현장 전문가 인터뷰 실시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발굴된 어젠다 재구조화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및
의제 발굴

•내부연구진 워크숍 및
정책전문가 회의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

요소기술

디지털
사업모델

테스트베드

•4대 정책 어젠다와 14개
실행과제 도출

정책 어젠다
인식조사
•일반인 및 전문가 집단
대상으로 구분하여
정책 어젠다에 대한
인식조사 및 우선순위 비교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국가 혁신 이슈에의 종합적 대응과 전략

용·검증 연구를 수행한다.

1-2. 군구조 개편과

정책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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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 기반 창업 기업 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입법화 방안 연구

Korea Report: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동인

연구책임자 전지은

연구책임자 이명화

연구 목적

연구 목적

주요 내용

국가 R&D 투자의 성과인 대학 및 출연(연)의

- 분석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단일목적

하고 있으며, 기술이전의 체계를 강화하여

이 연구는 2020년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주요 동인으로는 메르스 등 과거 경험, 위기

공공기술에 기반한 창업기업의 효과적 지원을

과제를 수행,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다중

벤처 창출 추구, 기술이전의 수입의 인정 기

까지 세 달 동안의 한국의 대응 조치들을 종

예방-진단-치료-회복 단계별로 정리

대응 거버넌스,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과학

목적과제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었음

준을 명확히 하고 있음

합적으로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을 가능케

- 예방 단계에서는 감염원의 효과적 차단

공공기술 기반 창업 지원 제도의 유형을 분

위한 정책 및 입법 방안을 근거 기반하여 도출

- 기반 유형별로 살펴볼 땐, 출연연 기술 기

일본은 법률상에 연구개발법인 및 대학, 민

하였던 주요 동인들과 쟁점들을 분석하려

이라는 관점에서 여행제한, 확진자 동선

향후 과제로는 개인정보보호, 마스크 수급,

류하고 지원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공공기

는 목적에서 작성됨

추적 등 조치들을 서술하였으며,

감염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중앙정부와

반 창업 기업의 매출액이 대학 기술 기반

간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산학관 연

술 창업 정책의 근거기반 수립에 기여할 것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출연연 기

계와 벤처 창출 강화를 명시하고 있음

으로 기대함

반 기업은 단일목적과제를, 대학 기반 기
업은 다중목적과제를 더욱 참여하는 경

주요 내용

향을 보임

정책 대안
이 연구의 결과 입법의 필요성으로 공공기

- 창업 유형별로는 연구원창업과 연구소기

술 기반 창업 기업의 포괄성 부족, 기술이전

술 기반, 출연연 기술 기반, 공공연구기관 기

업 매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및 사업화 강조 경향, 효과적 지원제도 마련

술 기반으로 분류하여 기업의 유형을 교원

에 비해 교원 및 학생 창업의 매출 수준은

부족의 문제점이 지적됨

및 학생 창업기업, 연구원 창업 기업, 신기술

매우 낮음

창업전문회사 자회사, 연구소 기업, 기술지

- 또한 연구원 기업은 R&D-컨설팅 또는

- 진단 단계에서는 감염자의 신속 선별이

니라 영문본으로도 발간하여 유사한 문

라는 관점에서 대규모 진단 실시, 진단키

제에 직면한 해외 국가들에서도 코로나
19 대응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트의 신속 개발 및 승인 등을 서술함
- 치료 단계에서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
용이라는 관점에서 중증도별 환자치료,
병상 및 장비 확보 조치들을 정리하였고
- 회복 단계에서는 경제사회적 여파를 극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술 창업 기업 지원의

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취약계층 지

정책 및 입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원 등을 살펴봄

주회사 자회사로 분류하여 살펴봄

R&D-사업화 과제를, 연구소기업은 R&D-

2015~2018년 공공기술 기반 창업 기업이

엔젤매칭펀드, 또는 R&D-인력지원 과제

고, 창업 주체별 정책 수립 마련이 필요함

수행한 R&D 과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총

를, 교원 및 학생 창업 기업은 R&D-(사업

- 둘째, 연구개발 성과의 완성도를 높일 수

981개 정부지원 R&D 과제, 269개 기업을

화-컨설팅)-엔젤매칭펀드 과제에 가장

있도록 하는 교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

대상으로 기업 규모별, 기반 유형별, 창업 유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형별로 분류하여 과제 현황을 분석함

국내외 관련 법의 현황의 시사점은 다음과

VC 주도의 창업모델 구성을 고려해볼 수
있음

지자체와의 협력, 디지털 격차 이슈를 다룸

- 첫째, 공공기술 창업 지원의 범위를 정하

기업 규모별로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총

같음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다섯 개의 그룹에

우리나라는 기술이전을 통한 공공기술 창

- 셋째, 공공기술 창업의 정책의 근거기반

속한 기업들의 총 연구과제비, 단일/다중목

업 활성화 및 지원사항 법적 근거를 확보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의 누

적별 연구과제비 등을 분석함

고, 공간 조성 및 세제 지원, 고용보조금 등

적이 필요함

주안점

예방

진단

치료

회복

감염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인가?

감염자를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별할 것인가?

부족한 의료자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경제사회적 여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행제한 및
특별입국절차 도입

주요정책

•대규모 진단 실시

의 지급을 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 넷째, 유형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향

에 따라 한 가지 지원만 하고 있는 과제를 의

에만 중점이 있어 전문가의 직접 공공기술

이 달리 나타나고 있으니 실제 필요로 하

미하고, 다중목적연구과제는 R&D-사업화,

창업 확산의 어려움이 있음

고, 효과적인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R&D-컨설팅, R&D-사업화-엔젤매칭펀드

미국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수입 인정 및

이에 기반한 지원 제도 설계가 필요함

등 다양한 지원을 동시에 하는 과제를 의미함

기술이전, 산업 혁신 촉진 법적 기반 형성을

•병상, 장비 확보

•경제적 조치
-금리 인하, 한국판 양적

•확진자 동선 추적

긴급 승인, Drive-thru등

•생활치료센터 운영

완화, 통화스와프,

•마스크 수급 안정화

획기적 아이디어

•스마트 모니터링

추가경정예산,

•사회적 거리두기
•정확한 정보 전달

-진단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의 비용 부담

•교민수송 및 국제공조

-단
 일목적연구과제는 R&D, 사업화 등 과제

•중증도별 환자치료

-진
 단키드 신속 개발 &

•국민안심병원 지정
•자가격리 앱 운영
•의료진 확보 지원

비상경제회의
•사회적 조치
-취
 약계층 지원, 특별재난
구역, 긴급재난지원금

주요동인

메르스 등
과거 경험

위기 대응
거버넌스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과학기술
인프라

사회적
연대의식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국가 혁신 이슈에의 종합적 대응과 전략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술 창업기업을 대학기

- 또한 본 연구의 결과물을 한글본 뿐만 아

기술 인프라, 사회적 연대의식을 살펴봄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글로벌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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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STI 국제협력프로그램 기획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
기획연구

연구책임자 장진규, 박환일

연구책임자 이정원, 선인경

연구 목적

연구 목적

생물다양성 복합이슈와 코로나19 신종 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호 연계·명확한 전

염병을 글로벌 도전과제로 정의하고 한국과

략·체계적 구성이 필요함

국제사회의 대응현황과 신규 협력사업의
방향을 제시

-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한 식량 문제, 보건
질병 문제를 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

정책 대안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이 연구는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의

이 연구의 정책적 의의는 융합형 ODA 사업

추진과제: 감염병 연구, 백신 비중 확대,

Assistance) 융합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

추진 전략 수립과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

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실제 정

- 복합이슈라는 주제의 특성상, 관련된 주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ODA 확대, WHO

점 분석, 활성화 전략 마련을 통해 정부의

그램을 발굴·기획 등 크게 2개 파트로 구분

책에 반영하기 위해 해결되거나 개선되어

체간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

를 비롯 신흥 국제보건기구와의 협력유

ODA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

- 제1부는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의

야 할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

며 이러한 추진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거

지, 개도국 협력사업으로 교육한 인재 활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 사전 발굴을

추진 전략으로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용 및 감염병 국제공조 활성화 등

통해 정부 요구에 신속히 대응

그램에 대한 정책 추진상의 이슈들을 정

1) ODA 융합 사업의 명료한 목적과 전략

버넌스가 필요

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접근
-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WHO 등 국제사회

주요 내용

- 전략방향③ 감염병 관련 ODA 사업 개선

리하고, 향후 ODA 융합 프로그램의 효과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정책 대안

WHO의 대응활동 중 과학적 근거를 공유하

생물다양성 복합이슈 관련 다부처 국제협

하고 바람직한 과학기술 측면의 국제협

는 플랫폼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역

력 플랫폼 구성 제안

력 전략적 방향을 제시

할과 위상, 그리고 이를 실행할 전략을 고민

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제2부는 향후 정부 부처 및 관련 시행 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ODA융

2) ODA 융합 사업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한
통합 체계 구축과 전문성 확보
3) ODA 융합 사업 예산 심사 및 예산 배분

- 복합이슈 문제인식 및 필요성 제기, 연구

합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기획하는 파트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이드라인 제시

해야할 시점에 왔음

개발을 수행할 분야 선정 및 투자, 관련

서 라오스,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인도

4)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의 연계 ODA 사

처의 국제협력사업, 국가 연구개발사업,

WHO 위기 대응활동, 감염병 관련 국가연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연구개발을

네시아, 캄보디아, 튀니지 등 6개 수원국을

ODA 사업 등 현황을 조사·분석

구개발사업 및 국내 감염병 관련 ODA 사업

수행하는 주체간 상호역할 분배 및 협력

현황과 주요 문제점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을 유인하는 연구수행체계 마련, 정부의

- 두 개의 주제 관련, 한국의 주요 정부부

주요 내용
생물다양성 복합이슈
생물다양성-농업-질병 분야 국제협력 사업
의 개선점

국제협력의 전략적 방향과 추진과제를 도
출함

- 전략방향① WHO와 국제보건 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추진과제: 국제보건 수호 및

- ICT 및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한 융

지역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적 플랫폼

합기술 개발, 장기적 기획, 현지화 시설활

구축모색, 팬데믹 대비 전략적 파트너십

용 제고필요

구축 가능한 연구인력 양성 및 국제기구

- 사업대상자(국제기구 포함) 다각화 필요
- 사 업기획 단계부터 민간과의 파트너십

고위급으로의 진출 지원 등
- 전략방향② 감염병 관련 국가연구개발

증대 필요

사업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장기적으로

복합이슈를 다루는 국제협력사업을 기획하

기초기전연구 기반 마련, 국내기업으로

여 국제사회발전에 기여

의 기술이전 활성화, 플랫폼 기술 축적 및

- 한국 정부의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사업, 국가 연구개발사업, ODA 사업 등

임상투자 증대, 국제협력 대상국 다변화
에 따른 예산확대 등

정책 수립 등 포함
-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복합이슈

대상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함
- 또한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의 기
획 방법론을 개발하여 매뉴얼화함

업 추진
또한 이 연구는 실제 국제개발협력의 사업
시행을 위한 실무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융
합형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절차를 제
안함

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화된 형태의 협

이러한 공감대 형성과 이해 확산을 위해 국

력기구라는 점에서 차별화

사협과 같은 관련 협의체나 공식 위원회에

- 세부 분야, 협력 국가와 대상, 협력형태,
수행방식, 재원 조달방식 등 선정

서 융합형 ODA 사업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디지털기술과 융합된 형태, 장기적이고

- 융합형 ODA 사업의 사전 기획이 활성화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방식, 국제 다자

되기 위해서는 사전 기획에 필요한 예산

협력체계의 활용, 사업 기획 단계부터 민

및 제도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함

간과의 파트너십 마련 등 방향 설정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글로벌협력

의 대응현황, 한국의 대응현황 등을 분석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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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개발협력 시대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발전 경험이 가지는 교훈 연구

SDGs시대 글로벌 STI 개발협력의
변화 추세 분석

연구책임자 장용석

연구책임자 선인경

연구 목적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발전 경험의 체계화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발전 전략을 거
시적 관점에서 체계화하여 우리나라 과
학기술혁신 발전 경험의 핵심적인 특징
을 도출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 분석

- 중남미 개도국 정책 환경의 맥락에서 우
리나라 과학기술혁신 발전 경험의 적용

주요 내용

정책 대안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발전 경험이 가지는

SDGs 도입이후 기존의 과학기술 ODA 방식

분석

교훈

과는 차별화되어 새롭게 시도되는 혁신적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발점으로 경
제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산업화 추진
- 시대별로 전략산업에 집중한 ‘선택과 집
중’ 전략 채택
- 과학기술정책은 이러한 산업화를 지원
하는데 초점을 둠
-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크게 3단계에

- 국가개발 지향적 정책조정 시스템

STI 개발협력 활동의 동향 조사 및 STI for

- 선택과 집중’ 전략

SDGs 이머징 시그널 분석

- 수출지향적 성장 전략

STI for SDGs 개념적 프레임워크 개발

- 기획-수행-평가의 전략적 접근
- 교육 기반
- 주도적 주체의 존재
- 산학연 협력

기술혁신 발전 경험이 개도국에 가지는

과학기술혁신 정책 거버넌스의 진화 분석

- 지역 전략산업 중점 지역혁신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발전 경험의 모듈화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발전
경험을 모듈화하여 발표자료로 정리함

책 실험
- 정책 전문기관의 역할 및 기여
과학기술혁신 주체와 협력 분석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 특화 대학,
기업 연구소 등 구축
- 산학연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지역 혁신 전략 분석

- 국가산업단지 조성에서 시작한 이후 대
덕연구단지 조성, TP 구축, 창조경제센
터, 판교 등 지역주도 혁신단지 등 사례로
진화
- 국가 및 지역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적 기
술 수요 창출

대상
(target)

“인도적 지원”

수원국

STI as tool
외교
(ODA)
정책

주요 내용
STI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천의 주요 내용
비교

STI for SDGs

STI as information
상호호혜

“과학지식 생산 및
기술 발전”

STI as solution

STI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과학기술(R&D)정책

- 이머징 시그널: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민간부문 새로

STI 정책

운 개발협력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산업
경제
정책

STI as tool

본격화 됨
STI for SDGs 국제 논의 및 활동

- STI for SDGs는 STI를 핵심수단으로 이

공여국

“산업·경제발전”
과학기술계

국가

국제사회

파급효과
(impact)

용하여 SDGs 달성하려는 국제사회 논의
및 활동을 의미
-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STI
for 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경제, 개발협력, 과학기술혁신 세 분
야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정책 대안
STI for SDGs 특성

-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포함한 인류 모두
를 위한 상호 호혜성
- 일차적 성과범위와 파급효과는 특정 국
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사회 전체
- 하나의 추진경로가 아닌, 다양한 추진경
로가 존재함

STI for SDGs 추진 경로별 차별화된 정책과
사업 기획이 필요
SDGs는 ODA를 넘어선 다양한 과기분야의
국제협력으로 인식 필요

- 개도국 대상 과기협력과 선진국 대상 과
기협력의 구분 모호해짐
- SDGs 달성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방안 모
색을 통해 호혜적 사업모델 도출 가능
STI for SDGs 활성화를 위해선 공익을 위한
데이터 공유와 최신 기술 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 확보가 숙제임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글로벌협력

걸쳐 진화
- 과학기술혁신 정책 조정 기구 설치 및 정

STI for SDGs 개념적 프레임워크(Conceptual Framework) 도출

- Critical Mass 중시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과학
교훈을 도출함

연구 목적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발전의 역사적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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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한국-비세그라드(헝가리·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
과학기술 세부협력 방안 마련 및 의제 발굴

연구책임자 선인경, 김왕동

연구책임자 성경모

연구 목적

연구 목적

과학기술혁신(STI) 분야의 정책자문을 제

스
 리랑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농업기술

사업총괄: 신규사업 수요 발굴 및 기획·관리,

이 연구의 목표는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

-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 다자협력 프

공하여 협력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

액션플랜 수립」 지원

국제협력 네트워킹 구축, 과기 ODA 포럼 개

술 중점협력 세부분야 도출과 한국-비세그

로그램(Horizon 2020, 차기 Horizon

최, 사업 홍보· 성과 확산, 부처 대응

라드 4개국가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양자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 전략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농식품 가공

한 국의 국가적 과학기술혁신력에 대한 신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기술기반 농

뢰와 국제적 위상 제고

업 사업가정신 제고 분야의 과학기술혁

주요 내용
정책자문 6개국

협력 의제 발굴임

정책 대안

신 액션플랜 수립을 지원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신뢰 기반의 견고한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아카데미-첨단기술

국제 협력 관계의 중요성 부각되며, 정책자

- 특히, 1차년도 연구결과 및 양자 국제공동

Europe) 추진 가능성을 조사
- 출연(연)별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한
국-비세그라드 국제협력 수요를 발굴

식량·농림업(ICT 기반 생산, 수경재배), 나
노 및 첨단소재(세라믹) 등으로 나타났음
한-V4 중장기 협력방안으로 한-V4 과학기
술 다부처 공동 플랫폼 사업을 제안함

-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 협력이 상호

연구 경험이 있는 한국-비세그라드 4개

앞서 수행한 정량 및 정성분석을 통해 발굴

호혜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

국의 중점협력 분야(ICT·나노소재·기계·

한 한국과 비세그라드 4개국의 세부협력

고 나아가 소기의 기대효과를 거양하기

문 ODA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

에너지·원자력)를 중심으로 향후 협력수

분야(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분류 수준)

위해서는 과학기술협력 분야별로 우리나

적 위상 제고와 신뢰적 동맹 관계 강화에 기

요를 구체화 하고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또

중심으로 논문 등을 통해 연구역량을 분석

라 관련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융·복합

및 적용을 위한 국가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최고의 하이테크 파크로 성장하기 위한

여할 수 있도록 사업 종료 후에도 후속 사업

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앞서 조사·분석한 내용과 비세그라드 4개

적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설계·운

- 라오스 국가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수립

기관의 비전 및 전략 수립을 지원 및 기술

으로의 연계와 협력국·파트너기관과의 장

양자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임

국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한국-비

이전·사업화 역량 강화

기적 협력 관계 유지가 중요함

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학기술혁신 현황

세그라드 협력 가능분야를 제시하고 실질

자료 수집 및 조사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인도네시아 국립과학원 「과학기술혁신 거

한국 정부의 종합적인 ODA 지원을 확대하

시스템 현황 분석을 실시

버넌스」 자문

는 데 있어 하드웨어적 시설·장비의 제공보

한국-비세그라드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원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싱크탱

다는 한국이 과학기술 경쟁력 기반을 마련

활동과 NTIS상 정량 분석을 수행

베트남 과학기술혁신연구소 「기술예측 및

주요 내용

적인 협력방안을 도출

용이 필요함
- 비세그라드 4국의 한국과의 과학기술협
력 분야 중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가 에너
지, 재료, 생명과학 및 제약·의료, ICT 분

정책 대안

야 등인 바, 관련 부처인 과기부, 산업부,

STI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크의 현황과 수요를 진단하고 과학기술

하고 발전시킨 과정에 대한 스토리를 풍부

- NTIS 데이터베이스와 해당 출연(연)에서

한-V4 과학기술협력을 추진 및 발전시키기

보건복지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 현지 협력기관이 직접 기술예측 시범사

혁신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신설에 대한

히 포함하여 개도국의 근본적인 과학기술

직접 확보한 한국-비세그라드 협력과제

위해 선행되어야할 공통의제와 세부협력분

공동연구사업 형태의 플랫폼 프로젝트를

업을 수행하도록 기술예측 방법과 절차

다양한 시나리오 제시 및 연구진흥기금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비세그라드 협

야는 다음과 같음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등을 포함한 기술예측 사업 수행 가이드

의 공공연구기관 지배구조의 개편과 국

력분야를 조사하고, 협력분야와 국가전

- 성과 창출 지향 과제 설계 및 운영, 비세그

- 플랫폼 프로젝트의 연간 운용계획은 한

라인을 작성하여 제공 및 베트남 대도시

가연구개발프로그램 정책 제언

략기술과의 연계성을 분석

라드 4개국 선진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국-비세그라드 4국 간에 개최되는 과학

유망 주제 및 저명 연구자 발굴 노력 강화,

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세부 연구주

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 인프라 관

캄보디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 기술

중 점협력분야 출연(연)의 한국-비세그라

련 유망 기술 도출과 국가 혁신전략 수립

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역량 강화」

드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을 조사·분석

으로 연계 지원

지원

IPR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제를 도출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다만

- 비세그라드 4개국 중 1개국이라도 협력

- 비세그라드 4개국별 양자협력을 위한 대

이러한 다부처 공동연구사업 형태의 한

- 지난해까지 수행된 「캄보디아 정책입안

한 경험이 있는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

표적인 세부분야로서 헝가리는 나노 및

국-비세그라드 플랫폼 프로젝트는 연구

자를 위한 국가 STI 정책개발 및 STI 시스

구자 면담 통해 국제협력활동 현황을 분

첨단소재(그래핀), 생명과학(분자세포),

개발비 규모 및 연구수행 기간 등과 같은

템 관리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후

석한 후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등 관련 시

보건의료(뇌신경생물), 체코는 원자력, 정

차원에서 충분히 설계되어야 함. 특히, 연

속사업으로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점을 도출

밀생산기계, 폴란드는 ICT(디지털방송·

구에 참여하는 연구개발 인력들에게 성

도출

중 점협력분야 출연(연)의 한국-비세그라

실감방송), 에너지 효율 및 청정화(온실

과에 따른 충분한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

드 과학기술 협력수요를 발굴

가스 저감), 생산기반기술, 슬로바키아는

이 주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것임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글로벌협력

단지 「ANAS-HTP의 전략계획 수립」 지원

- ANAS-HTP가 15년 이내 카시피 국가 중

라오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증거 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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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 구축사업
(15차년도)

연구책임자 이정우, 강희종

연구책임자 이혁

연구 목적

연구 목적
-매
 출액 분포: 10억~50억(43.8%), 50억

기업가정신: 5가지 기업가적 지향성(EO)

이 연구는 기업의 혁신활동 및 성과를 장기

395001호) 조사로서, 국내 제조업 부문 기

~100억(23.4%), 100억~500억(20.9%) 순

모두 7점 리커트 척도 기준 4점(보통) 보다

간 미시적 수준에서 DB로 구축하고, 이를

업혁신 현황과 특성 파악 및 관련 정책 연구

전략과 지식흐름: ‘기존 상품의 개선에 초점

낮은 수치를 보임

분석해 정책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기초자료 확보ㆍ제공

을 둔 전략’(85.9%)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

사내벤처: 지원이유는 ‘조직문화 개선’이 가

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 혁신연구자, 정책관계자 등 다양한 수요

고, ‘상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품질

장 높았으며, 5점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성

또한, 글로벌 혁신스코어보드를 지속적으

계층에 조사결과를 제공하여 기업 차원

경쟁력)’(69.2%)이 경제적 성과에 가장 중

공요인은 ‘최고경영층들은 사내벤처에 대

로 구축하여 국내 혁신활동의 수준을 다른

혁신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

요하게 영향을 미침

해 우호적이다’가 가장 높았고, 성과 만족도

국가와 비교·분석해 혁신정책 수립 방향의

-국
 제 혁신조사 가이드라인인 OECD 오슬로

혁 신성과: 국내 제조업 전체 혁신율 은

는 ‘매출액’ 및 ‘혁신지향적 조직문화로의

기초자료로 제공

매뉴얼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비

20.6%이며, 상품혁신율은 14.2%, 비즈니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교가 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혁신통계 확보

스프로세스(BP)혁신율은 17.5%로 나타남

코로나19: 전체 제조업의 약 1/4이 2020년

혁신활동: 기간 내 완료(20.6%), 진행 중

주요 내용

(20.5%), 중도포기ㆍ중단(1.0%), 독자수행

1) 조사 개요 및 체계

R&D(39.3%), 공동협력R&D(5.6%), 외주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경영조치를 취함

- 관련 정부지원 수혜율: 자금지원(19.6%),
조세지원(9.3%), 금융지원(5.2%) 순

2017~2019년 활동한 상용근로자 10인 이

계약R&D(1.9%)로 각각 조사됨

상 제조업체(50,785개)가 모집단이며, 통계

혁신지출: 2019년 기준, 평균 약 5억7,700

청 통계기업등록부(SBR)를 활용하여 업종

만원이 혁신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됨

별·규모별 층화추출한 4,000개 표본 조사

혁신협력: 타기업ㆍ타기관과의 R&D 활동

기존 조사와의 개념적ㆍ시간적 단절 최소

협력(16.3%), R&D 이외의 혁신활동 협력

화 및 국내외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CIS

(9.0%), 혁신활동 이외의 일반활동 협력

2018 및 KIS 2018의 장점을 결합하면서 오

(12.9%)으로 각각 나타남

한국기업혁신조사의 학술적ㆍ정책적 활용

슬로 매뉴얼 개정판을 반영한 하이브리드

혁신 저해요인: 내부자금부족(62.8%), 정

도 제고를 위한 패널(panel)데이터 구축 및

식 기법으로 조사표 설계ㆍ개편

부지원 획득 어려움(46.9%), 과다한 혁신

심층 패널 분석을 통해 증거기반 혁신정책

비용(45.3%), 외부자금부족(26.0%) 순

수립의 기초자료 지속 제공 필요

2) 기본주제 주요 조사결과

기업 일반사항: 국내 제조업의 95.3%는 독

3) 특별주제 주요 조사결과

-혁
 신활동 긍정적 효과: 조세지원(43.6%),

- 기업데이터(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정

- 추가지원 수요: 자금지원(46.7%), 조세

정보), 특허데이터(한국특허출원, 미국특

지원(35.4%), 금융지원(17.7%) 순

허등록)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분석

정책 대안

관련 연구성과 확산ㆍ공유를 위한 정책 보
도자료 배포 및 워크숍(성과발표회) 개최

- 법정유형: 소기업(73.9%), 중기업(22.7%),

원(24.7%), 인증지원(20.0%), 자금지원

향후 조사 체계화 및 지속적 DB 축적을 통

(14.0%) 순이며, 규제의 부정적(저해) 영향

한 국내외 시계열 비교분석으로 국내 기업

이 긍정적(촉진) 영향보다 높았음

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15.4%), 벤처기업(12.7%) 순

기업 25,411개 사, 2009~2019년
보와 연구개발투자, 종업원 수 등 비재무

정 부지원제도와 규제: 활용도는 조세지

중견기업(2.8%), 대기업(0.6%) 순

기업 DB 구축

- 분석대상 기업 및 기간: 상장기업 및 외감

자금지원(27.5%), 금융지원(14.0%) 순

립기업 형태이며, 4.0%가 노동조합 보유

- 인 증: 부설연구소(35.4%), 이노비즈

주요 내용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기업 유형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
업), 산업별, 지역별 분석
- 분석기간: 2014~2019년(연구개발투자),
2013~2018년(특허)
- 전반적으로 한국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가 증가함

정책 대안
고성장 기업의 혁신 특성 분석

- 3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고용의 연평균성
장률이 20% 이상인 기업 선정
- 정량적 혁신 특성과 정성적 혁신 특성을
살펴보고 혁신 전략을 분석함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에 있어서 대기업, 글
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군, 수도권 집중현
상이 발생

- 추격형 성장이 아닌 선도형 성장을 위해
서는 정책적 방안과 연구개발을 통한 대
응이 필요

글로벌 혁신스코어보드 구축

- 생태계 관점을 반영하여 혁신역량을 측정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
성과 확장성이 필요

- 글로벌 혁신 종합지수와 생태계 특성별

- 연구개발에 투자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위성, 다양성, 역동성), 구성요소별(주

외부 교류를 확대하며 제품혁신을 통해

체-대학, 공공 연구기관, 기업, 환경-조달,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를

시장, 조정) 지수로 구성

위한 기반으로 연구개발투자가 필요

- 한국의 글로벌 혁신 역량은 38개국 중 14
위로 중상위권에서 정체

글로벌 혁신스코어보드 결과 정체되고 있
는 혁신 역량의 개선이 요구되며 동시에 지
수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
려해야 함

- 특히, 다른 세부지표 대비해 낮게 평가된
공공 연구기관의 다양성과 조정환경의
역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동시에 지수의 적합성과 기초데이터로
활용된 원데이터에 대한 검증도 필요함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증거 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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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 사업:
AI, 5G, 블록체인

과학기술인력 정책수립을 위한
핵심 지표체계 설계 및
분석 연구

연구책임자 백서인, 박환일

연구책임자 조가원

연구 목적

주요 내용

정책 대안

연구 목적

정책 대안

중 국 5G·AI·블록체인 분야에 기술혁신시

혁신시스템(기술·산업·기업·글로벌)에 대

중국 디지털 범용 기술의 기술혁신시스템의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인력 정책수립의 기초

과학기술인력 지표체계의 해외 벤치마킹과

정기 모니터링보고서의 안정적 발간을 위

스템과 주요 외부 변수(미중 기술패권 경쟁

한 문헌 리뷰

특징

를 이루는 핵심 지표체계를 종합한 정기 모

시사점 도출

한 인적·제도적·물적 체계화 필요

등)를 분석하여 한국의 혁신 정책 및 대응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경과와 유형에 대한

전략 수립에 기여

분석

새로운 방법론 및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중국 인공지능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성요서

기술 혁신 경쟁력 분석 결과 제공

(주체, 네트워크, 제도) 및 주요 혁신 기능별
특징 분석

- 디지털 기술 분야의 질적 성장과 함께 상
용화 프론티어 국가로의 도약
- 중국 혁신 주체들의 초공격적 추격 및 추
월 전략
- 미중 패권 경쟁과 COVID-19의 영역별 증

니터링보고서를 기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 구의 최종결과로서 파일럿 보고서인
「2020 과학기술인력 모니터링보고서」를 별
책으로 발간하고, 향후 정기보고서 형태로
의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및 과제를 제안함

- 「미국 과학기술보고서」의 「과학기술인
력」 사례 소개와 시사점
- 기타 해외사례(미국, 영국, 일본, 국제기
구 등) 소개와 시사점
-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도출

과학기술인력 통계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추가 데이터 생산: 경력경로 추적조사 및 대
표성 있는 연구자통계 확보
과 학기술인력 통계데이터 활용기반 고도
화: 핵심 지표체계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중국 5G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성요서(주체,

폭 및 상쇄 효과

과학기술인력 정기 모니터링보고서 기획안

있도록 관련 데이터의 공동 활용, 연계 활

네트워크, 제도) 및 주요 혁신 기능별 특징

한국의 대응 방안

도출

용, 데이터공개 등을 본격 추진

중국 블록체인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성요서
(주체, 네트워크, 제도) 및 주요 혁신 기능별
특징 분석
중국 디지털 기술의 혁신시스템적 특징 및
패턴 분석 및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 제시

- 핵심 역량·융복합 기반의 전략적 R&D확
대 및 신(新) 기술공조 체제 구축
-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응용 분야별·지
역별 플랫폼 구축
- 내생적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수
요 창출
- 민간 중심의 산업 분야별 구체적 표준 수
립, 다층적 규제 완화
- 미·중 혁신 정책·글로벌 통상제재 변화 분
석 및 민간 기업 대응 지원
- 주요 공공 혁신 주체(대학·정부출연연구
소·지자체)의 혁신 지원

과학기술인력 모니터링보고서 구축을 위한
배경적 논의

- 국내 과학기술인력 지표통계 및 정보시

- 과학기술인력 개념정의와 관련 분류체계
제시
- 핵심 지표영역과 지표목록 도출

스템의 현황을 검토하여 정기 모니터링

- 지표별 자료원천 확정 및 통계추출

지표체계 구축의 필요성 논의

- 지표별 형태 및 분석함의 도출

- 과학기술인력 지표 도출을 위하여 현재
이용가능한 국내 자료원천을 검토하고
필요한 통계지표 생산의 가능성과 제약
을 확인함

시사점과 향후과제

- 인구·교육·노동통계를 활용한 기본 현황
지표의 주기적 생산가능성 확인
- 과학기술인력 내 세부현황 및 동태적 경력
경로 파악을 위한 추가 데이터 생산 필요
-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자
원 확충 및 방법론적 개선 필요

2020년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증거 기반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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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혁신조사 패널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

기술비지정형 R&D예타 세부 추진전략
조사 개선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정우, 강희종

연구책임자 정장훈

연구 목적

연구 목적

한 국기업혁신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표본배분법: 500인 이상 기업은 전수조사

패널데이터 조사·구축, 유지·관리 방안 마

층, 499인 이하 기업은 표본조사층으로 구

련 및 실증분석

4) 패널데이터 활용 실증분석

정책 대안

기술비지정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 기술비지정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이 연구의 최종 성과물은 기술비지정 R&D

기업 혁신 영향요인 분석: 기업의 적극적인

핵심 평가항목인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서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조사기준 및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연구진

분하고, 업종별ㆍ규모별 셀별 표본 배분은

정부지원제도 활용 권장 및 정부의 혁신 저

적절성’의 조사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방식 도출을 위해 사업 현황 자료와 성과

에게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중 ‘세부활

-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립에 필

표본조사층에서 비례배분법을 원칙 적용하

해요인 해소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추진

와의 연계 분석 추진

동 및 추진전략’을 평가하는 과정의 가이드

요한 한국기업혁신조사 패널데이터 조

되, 셀별로 1개사만 배분된 경우에는 2개 이

있을 것으로 판단

기존 기술비지정 R&D 사업의 특성을 분석

사·구축 방안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상이 되도록 조정

기업 혁신 지속성 분석: 한국 기업을 대상으

하고, 기술비지정 R&D사업 예비타당성조

략 예비타당성조사 가이드라인 제시

표본추출: 업종별, 규모별로 층화추출 하며,

로 혁신지속현상을 분석한 첫 시도이자, 혁

사의 조사항목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이 어

실증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

표본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세세분류,

신 지속의 경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

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검토

- 기술비지정 R&D사업의 특성 도출을 바

드라인을 활용함으로써 주관 개입을 최

소재지, 상용근로자 수를 잠재적 층화변수

라는 데 의의가 있음

이를 통해 기술비지정 R&D사업 예비타당

탕으로 기존 R&D사업 중 분석가능 대상

대한 배제하고, 조사결과의 일관성을 담

로 적용하여 계통추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

성조사 중 예타 대상사업의 세부활동 과 추

도출(목표의 불확실성, 성과의 불확실성,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 국내외 주요 패널 조사 및 구축 사례 연구

패널 관리 방안: 패널 표본 이탈을 최소화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부 R&D 지원을

진전략을 조사하기 위한 세부 분석방안을

수혜자 설정의 모호성, 수혜자 집단의 동

국내외 패널구축 사례 및 활용 현황 분석

고 유지율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기연락, 분

받은 기업이 비수혜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마련

질성 등)

- 국내: 한국노동패널조사, 사업체패널 조

석결과 제공, 감사선물 등 활용 예정· 관리

더 많은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사,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한국복지패

와 분석이 용이하도록 패널데이터 정제 등

있어 정부R&D지원이 혁신활동 유지의 버

널조사

지속적인 패널데이터 축적 및 관리

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 조 사된 예비 패널의 실증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도출

- 해외: 독일 만하임혁신패널, 스페인 혁신
패널, 영국 아일랜드혁신패널

정책 대안

전략과 지식흐름, 기업혁신*, 정부지원제도

지속적인 패널조사를 통해 동태적 복합지표

유지·관리 방안 탐색

및 규제, 기업 일반사항의 큰 틀에서 한국기

의 구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혁신지표 및

업의 혁신활동 현황을 조사

스코어보드에서의 활용 가능성 대폭 개선

예비 패널 조사 모집단 설계: 2018년도 한
국기업혁신조사 응답 기업 3,500개사를
대상으로 2중 표본추출 방식 활용
표본크기: 상용근로자 수 10인 이상 제조업
부문 1,000개사

주요 내용
이 연구는 5개의 주요 분석내용으로 구성

- 기술비지정 R&D사업의 특성을 분석하
3) 패널 조사 내용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조사·구축,

2) 패널 조사 및 데이터 관리 방안

- 분 석대상으로 설정된 기술비지정 R&D

실무적으로 직면하는 한계점과 애로사

적정 지원수준 및 지원전략을 도출(효율

항을 도출

적 투자선 분석,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한

- 기술비지정 R&D사업의 심층 분석을 위

기업특성의 통제와 투입-성과 간의 시차를
적용한 패널분석으로, 정책 대상, 정책 지원

- NTIS데이터 및 기존 예타 조사 사례를 활

투입 시점, 정책목표별 프로그램 유형 등을

용하여 기존 기술비지정 R&D사업의 세

- 혁신지출(비용) 및 자금조달

최적화하는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

부활동 규모·기간, 지원전략 등 사업현황

- 혁신협력 및 저해요인

패널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정책 평가 및

분석

영향 분석의 엄밀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증거 기반의 혁신정책 방향 수립ㆍ개선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술비지정 R&D사업 대상)
- 사업별 현황자료와 성과 간 연계를 통해

-상
 품혁신 및 비즈니스프로세스(BP)혁신(혁신유형,
- 혁신활동 및 정보획득

사업별 분석 실시(’14~’18년, 총 20개 기

고, 기술비지정 R&D예타에서 연구진이

* 기업혁신 조사 내용:
수준, 매출기여도, 혁신주체 등)

사업의 지원규모·기간 및 지원전략 등을

한 기준 및 분석방향을 도출

과제수준 별 성과 예측 등)

라인을 제시하는 것임

- 기술비지정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함에 있어 동 연구에서 제시된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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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성과분석에 근거한 세부활동 및 추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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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R&D사업의 맵핑(mapping)을 통한
기술비지정 예타조사 기초자료 구축

R&D예비타당성조사
탄력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한승희, 최이중

연구책임자 최이중

연구 목적

정책 대안

연구 목적

정책 대안

이 연구는 기업 지원 R&D사업에 대한 맵핑

NTIS를 통해 구축한 자료와 NICE 평가정보

기업지원 R&D사업에 대한 맵핑 결과를 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실증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

이 연구의 핵심적 가치는 R&D 예타 조사기

(mapping)을 통하여 사업(공급자)관점 및

(주)의 KISLINE DB의 재무·기업경영, 기업

하여 지원 대상 및 분야에 대한 밀집도, 중

및 R&D 투자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되며 첫째로, 이미 종료된 R&D 예타 사업들

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지원 대상(수혜자) 관점에서의 중복 및 공

정보 등의 자료를 매칭하여 R&D사업을 지

복 및 공백영역 등을 제시하고 향후 R&D 예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6개월 이

백 영역을 파악하고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원받는 기업을 분석

타조사에 활용

내로 단축함

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 구축하는 것을 연
구목적으로 함

- KISLINE DB의 기업에 대한 업력, 종업원

에 대해 정리하고 조사기간 자료를 확보

서 찾을 수 있음

- 먼저, 과거 R&D 예타 수행이 완료된 사업

- 이 연구는 조사기간과 관련하여 향후
R&D 예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 최종 맵핑된 분석결과를 통하여 기존 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

들에 대한 특성 및 성격을 조사하여 정리
하며 이때, 대상사업들의 주관부처, 대상

수, 매출액과 같은 기본적인 경영정보는

업지원 R&D사업의 중복 지원을 확인할

업의 사업별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중에서도 정책

물론이고,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기업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지원 밀도가 낮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동일한 기간 동안 수행

과학 및 기술분야, 총사업비 규모, 포함된

- 현행과 같은 일괄적인 조사기간 설정으

적 타당성의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과학

평가등급, 수출액 등 구체적인 주요 재무

영역도 확인이 가능

기술적 타당성의 수혜자 표적화 적절성

항목에 대한 정보도 함께 구축

주요 내용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시됨

내역사업 수, 총사업기간, 사업의 유형,

로는 조사에 한계가 존재할 것이며, 결국

- 이 결과는 향후 R&D 예타조사에서 과학

이 연구는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

기술준비도 등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탄력적

- 데이터를 기업과 사업을 중심으로 합하

기술적 타당성 분석 항목 중 수혜자의 표

당성조사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조

정리를 수행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할 수 있기 때

여(merging), 최종 분석데이터를 형성

적화 항목, 정책적 타당성 분석 항목 중

사기간에 대한 기초자료 및 분석자료를 구

구축한 DB를 활용하여 기업지원 R&D사업

사업 차별성 항목 등에서 활용 가능

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기업을 지원하는 R&D사업 현황을 파악하

을 도출하고, 사업(공급자) 관점과 지원대

고 분석대상이 되는 대표사업을 도출

상(수혜자) 관점에서 맵핑하여 각 사업별

- 창업기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중견기
업, 대기업을 지원하는 R&D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
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
한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국비, 사업
기간, 특성(분야, 방식 등)을 파악

지원특성 및 수혜자를 도출하고 중복 및 공
백 영역을 확인

- 우선 기업을 지원하는 R&D사업을 맵핑
하기 위한 분류 기준을 탐색
- 다음으로, 도출된 분류 기준을 고려하여
기업지원 R&D사업에 대한 맵핑을 추진
- 최종 맵핑을 위해서는 유사성 분석, 주성
분분석, 클러스터링(clustering) 분석 등
을 활용하여 맵 상에서 기업지원 R&D사
업별 위치를 제시

- 다 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이 완료
된 사업(과기정통부 위탁 이전)들에 대한
각각 대상사업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

주요 내용
이 연구는 3개의 주요내용으로 구성

간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
둘째로, 정량적 및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기

- 우선 R&D 예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초로 R&D 예타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른 조

해당 제도의 구축 및 개선과정을 살펴보

사기간의 유의성 분석을 실증분석을 통하

고 이를 통하여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여 수행

되짚어봄
- 다음으로 R&D 예타 조사기간에 대한 주
요 이슈를 알아보고 관련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수행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주요
내용인 실증분석을 수행

- 과거 R&D 예타 대상사업들의 특성과 각
각 조사기간을 매칭하고, 각 특성과 조사
기간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추
 가적으로, 선택실험(choice experiment)
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조사기간과 조사
결과의 관계도 확인

문에, 그 시점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초
자료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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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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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구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다.

변혁적 환경에 대비·대응하는

더블 뉴노멀시대 과학기술기반

글로벌사회 과학기술혁신 및

첫째, 변혁적 환경에 대비·대응하는 연구개발정책 및 시스템혁신 전략 제시

연구개발정책 및 시스템혁신

인재·기업·지역 성장전략

과학기술외교 전략

국민의 기대와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파

거대트렌드에 휩쓸리듯 ‘수용된 미래’가 아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혁신

과기정책연(STEPI)은 글로벌 선도국가의 세계적인 ‘과학기술 기반 국가혁신정책’

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들이 수립·이행되고

닌 ‘국민이 참여하는’ 미래사회를 전망으로

정책의 글로벌화 및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여 “보다 나은 과학기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미래 30년을

있는지를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해 분석·진

써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의 차원

여하고, 국제기구에서의 리더십을 바탕으

열어갈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단하여 과학기술정책이 환경변화와 국민

에서 국가혁신방향을 연구하고, 기업혁신

로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기

수요에 맞춰 수립·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

역량 강화와 사회구성원들의 혁신참여 확

반연구 추진 및 경험전수 확대로 전략적 다

하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시대요구에 부

대를 위해 정부와 공공의 역할 측면에서 필

자협력 강화 등 과학기술 외교전략의 혁신

응하도록 지원·연구하고 성과를 확산·활용

요한 혁신성장 정책을 제시하며, 자기주도

및 확산이 필요하다.

하는 제도의 혁신전략이 필요하다. 변혁적

적 성장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STI for SDGs 역량분석 및 글로벌 협력 전

환경 대응을 위한 정부 R&D 역할과 시스템

처할 수 있는 혁신적·도전적 과학기술 인력

략, 글로벌 충격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다자

혁신전략, 과학기술혁신 정책진단 프레임

성장 견인 정책이 필요하다.

협력 전략, 글로벌 기술-통상 패러다임 변

워크 구축,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좋은 위기(Good Crisis)를 활용한 한국의

화에 따른 혁신정책 대응 전략, 호혜적 개

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방향, 박사후연구

성장공식 혁신 전략,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

발협력을 위한 주요 국가의 STI 시스템 분

원의 현황과 지원 방안, 과학기술혁신 정보

로운 혁신전략의 모색, 디지털전환기 기업

석, 신기후체제에서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분석을 통한 증거기반정책의 활용 기반 구

혁신활동 변화와 대응전략, 신산업의 지

국제 탄소시장 참여전략 연구, 개발재원으

축, 기술사업화 성공의 기준 및 성과 비교

역 뿌리내림 촉진방안 연구, 헬스케어 데이

로서 과학기술혁신의 부상과 국내 대응전

분석 연구,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우주

터 공공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전

략,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혁신정책 연

개발체제 혁신 방안,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략 연구, 혁신 창업가 특징 분석과 과제 - 유

계 아시아 사례 연구, 국제기술혁신협력사

의제설정 연구사업,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니콘기업 사례 중심으로, 혁신역량 관점에

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

서 바라본 국내 한계기업의 진단과 시사점,

략 연구, ‘도전과 혁신 중심’ 국가과학기술

COVID-19 이후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정책 이행점검체계 구축사업, 기술비지정

의 전환과 설계, 혁신 활성화를 위한 리빙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

랩에서의 최종 사용자 조직화 모델 연구, 과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혁신창업 및 기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정책

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스마트 생

정보체계 구축

둘째, 더블 뉴노멀 시대 과학기술기반 인재·기업·지역 성장전략 제시

2021.

셋째, 글로벌사회 과학기술혁신 및 국가 과학기술외교 전략 제시

기술분야 고급 인력의 육성 및 성장 지원방
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간 안정적 연계를 통해 증거기반 과
학기술혁신정책의 新수요 창출을 위한 활
용도를 높이고 관련 정책 수립에 이바지한
다. 2021년 한국기업혁신조사,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 중국(중화
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디
지털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연구사업 방향

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사업, 첨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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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구과제 목록
주제분류

번호

과제명

연구책임자

1

변혁적 환경 대응을 위한 정부 R&D 역할과 시스템 혁신전략

이민형

2

과학기술혁신 정책진단 프레임워크 구축

오승환

3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방향

김승현

4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지원 방안

박기범

5

과학기술혁신 정보 분석을 통한 증거기반정책의 활용 기반 구축

양현채

6

기술사업화 성공의 기준 및 성과 비교분석 연구

손수정

7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우주개발체제 혁신 방안

안형준

8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5차년도)

이광호

9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3차년도)

하태정

10

‘도전과 혁신 중심’ 국가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체계 구축사업 (1차년도)

이명화

11

기술비지정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방안

정장훈

12

좋은 위기(Good Crisis)를 활용한 한국의 성장공식 혁신 전략

13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전략의 모색

김석관

14

디지털전환기 기업혁신활동 변화와 대응전략

정미애

15

신산업의 지역 뿌리내림 촉진방안 연구

한웅규

16

헬스케어 데이터 공공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전략 연구

정일영

17

혁신 창업가 특징 분석과 과제 - 유니콘기업 사례 중심으로

이윤준

18

혁신역량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한계기업의 진단과 시사점

오승환

19

COVID-19 이후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전환과 설계

김선우

20

혁신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에서의 최종 사용자 조직화 모델 연구

성지은

21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13차년도)

정일영

22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7차년도)

김영환

23

스마트 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사업 (2차년도)

오윤환, 박찬수

24

첨단·신기술분야 고급 인력의 육성 및 성장 지원방안

엄미정

25

STI for SDGs 역량분석 및 글로벌 협력 전략

선인경

26

글로벌 충격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다자협력 전략

27

글로벌 기술-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정책 대응 전략 (1차년도)

유지영

28

호혜적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국가의 STI 시스템 분석

김왕동

29

신기후체제에서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제 탄소시장 참여전략 연구

김지현

30

개발재원으로서 과학기술혁신의 부상과 국내 대응전략

김지현

3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혁신정책 연계 아시아 사례 연구

박동운

32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ODA Program) (8차년도)

김지현, 김왕동

증거기반

33

2021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서비스업 부문

이정우, 강희종

과학기술혁신정책

34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 (16차년도)

정보체계 구축

35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디지털 서비스 (10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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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포럼

STEPI 국제 심포지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책 이슈 발굴 및 확산, 정부부처와의 공동기획을 통한 국

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하라: ‘위드 코로나’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가 정책의제 지원 역할 강화, 과학기술정책의 대중성 강화와 기관 위상 제고를 목표로 연구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하라:

에 부응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다양한 사례들로부

단별 현안과 정책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장을 마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뿐

‘위드 코로나’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터 도전과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2020 STEPI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만 아니라 포럼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부응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의 축사,
PICMET 둔다 코카오글루(Prof. Dundar F. Kocaoglu) 학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OECD

일시

알레산드라 콜레키아(Dr. Alessandra Colecchia) 과학기술혁신팀장의 ‘디지털 전환시대와

2020년 12월 4일
회차

제431회

제432회

일자

01.29.

04.29.

주제

STEPI가 바라보는 2020년 과학기술혁신정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

발표자

양승우(과기정책연 혁신시스템 연구본부장)
이주량(과기정책연 혁신성장정책 연구본부장)
김왕동(과기정책연 글로벌혁신전략 연구본부장)
이명화(과기정책연 국가연구개발 분석단장)
손우식(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연구팀장)
조용래(과기정책연 미래전략팀장)

제433회

07.0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박환일(과기정책연 다자협력연구단장)
윤문수(연세대학교 교수)

제434회

07.3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이 바라는 일상의 미래와 스마트 사회

최종화(과기정책연 신산업전략연구단장)

제435회

09.16.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사업화: 정책 20년 성과와 과제

손수정(과기정책연 연구위원)
최치호(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장)

데이터기반 국가 연구개발 관리 혁신 방안

황석원(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
양승우(과기정책연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

COVID-19 이후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헝가리 CEU Business School 멜 호위치(Dr. Mel
장소

Horwitch) 前학장의 ‘향후 미국 혁신 포트폴리오 형태와 COVID-19 대유행에 대한 대응

온라인 생중계

의 영향’ ▲독일 TÜV Rheinland Consulting 칼스턴 에카르트(Mr. Carsten Eckardt) 디지

주최

털 제조업팀장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유연한 생산: 4차 산업혁명과 GAIA-X’ ▲일본 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 대학원대학(GRIPS) 파타라퐁 인타라쿰너드(Prof. Patarapong Intarakumnerd) 교수
의 ‘COVID-19에 따른 남아시아의 혁신정책’ ▲에티오피아 정책연구원(PSI) 메쿠리아 하일
레 테클레마리엄(Dr. Mekuria Haile Teklemariam) 원장의 ‘아프리카 COVID-19 퇴치를 위
한 ICT 정책 개발: 한국의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한 협업 프로젝트’ 란 주제로 국외 전문가들
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전문가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일영 연구위원의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도전과 가능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국가연
구개발분석단장의 ‘한국의 COVID-19 대응전략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구분

10.23.

제437회

10.27.

여성의 기업가정신과 기업활동 현황과 과제

김영환(과기정책연 연구위원)
송현옥 (다솜정보 대표)

제438회

11.03.

故 송곡 최형섭 탄신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문만용(전북대학교 교수)
염재호(고려대학교 前 총장)
히라사와 료(도쿄대학교 명예교수)

발표자

알레산드라 콜레키아(OECD 과학기술혁신국 과학기술정책팀장)

발표 Ⅱ 향후 미국 혁신 포트폴리오 형태와 COVID-19 대유행에 대한 대응의 영향 멜 호위치(헝가리 CEU Business School 前학장)
발표 Ⅲ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유연한 생산: 4차 산업혁명과 GAIA-X

칼스턴 에카르트 (독일 TÜV Rheinland Consulting GmbH
디지털제조업 팀장)

발표 Ⅳ COVID-19에 따른 남아시아의 혁신 정책

파타라퐁 인타라쿰너드(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발표 Ⅴ

아프리카의 COVID-19 퇴치를 위한 ICT 정책 개발:
한국의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한 협업 프로젝트

메쿠리아 하일레 테클레마리엄(에티오피아 정책연구원장)

발표 Ⅵ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도전과 가능성

정일영(과기정책연 연구위원)

발표 Ⅶ 한국의 COVID-19 대응전략 및 시사점

이명화(과기정책연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기관 기획 행사

제436회

주제

발표 Ⅰ 디지털 전환 시대와 COVID-19 이후의 과학기술혁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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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STEPI 스마트생산 열린혁신 포럼

일시

한·중·일 3국을 대표하는 주요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들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일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와,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 전문가

2020년 11월 5일 ~ 6일

세미나이며, 각 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6월 5일

중심으로 구성된 워킹그룹(WG) 주도의 열린혁신랩 방식을 통해 스마트생산 정책방안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장소
참여기관

모색하는 역할을 맡고자 구성되었다.

서울 더플라자호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최

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

주최

중국과학원과기전략자문연구원

중국과학원 과기전략자문연구원(CASIS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CASISD)

구분

주제

기조강연 스마트생산과 디지털 비즈니스

과기정책연 발표자
구분

김성렬(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전체 논의 및 스마트 제조분야 워킹그룹(분과위원회) 발족
주제

발표자

Hegemony, Harmony or Nothing?
Soft Landing Strategies for an S&T Policy
Paradigm Shift from NIS to RIS

한웅규
(과기정책연 부연구위원)

The New Green Deal:
Turning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박동운
(과기정책연 부연구위원)

Innovation Ecosystem Changes and
Growth due to the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김승현
(과기정책연 혁신기업연구단장)

Visioning Futures by Combining Big Data
and Quantitative Approach:
What People Want After COVID-19

윤정섭
(과기정책연 부연구위원)

A Thought on STI Cooperation
in Response to Pandemic

박환일
(과기정책연 다자협력연구단장)

제1분과

기계설비, 전기전자,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요소기술의 관점에서의 정책의제 발굴 담당

최정단(ETRI 본부장)

제2분과

디지털 사업모델 담당

장상규(SPTEK 단장)

제3분과

실증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담당

김성렬(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연구 관련 활동

Research Highlights 2020

송치웅
(과기정책연 부원장)

1일차

2일차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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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국가난제 포럼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국가난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난제 해결 전략 도출

사회문제 해결 및 시스템 전환 지향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리빙랩 운영 조직들이 정기적

포럼으로 총괄·분과위원회로 구성, 주제별 전략보고서 작성 및 월별 성과발표 형식으로

으로 참여하는 포럼이다.

진행된다. 국가난제 개념 정립 및 한국의 주요 국가난제 선정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획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난제 선정위원회도 진행되었다.
회차

일자

주제

발표자

이와 함께 12월 9일(수)에는 난제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과 국방, 지역, 환경 등 3개 분과별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팀의 발제와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 2020 STEPI
국가난제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국가난제 국방분과 세미나
회차

일자

제1회

06.23.

제2회

07.21.

주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현황과 과제
군사혁신 4.0 시대의
국방연구개발 혁신방향

제18회

기업의 비즈니스 및
04.29.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으로서 리빙랩

성지은(과기정책연 연구위원)
이보현((주) 엔유비즈 대표)
신기용((주) 인라이튼 대표)

제19회

리빙랩으로
06.18. 풀어가는
스마트에이징

하라구치 히사시((사)오무타미래공창센터 이사)
박상철(전남대학교 연구석좌교수)
정숙희(남부대학교 교수)
나형진(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책임)
장현용(광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수석팀장)

제20회

지역사회혁신과
07.22.
리빙랩

송위진(과기술정책연 선임연구위원)
윤난실(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단장)
정은희(경남대학교LINC+지역사회혁신센터 센터장)
최인규(김해발전전략연구원, 인제대학교 교수)

제21회

리빙랩 플랫폼과
지역자산화.
11.2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리빙랩

이재민(전주대학교 LINC+사회적경제협업센터장)
박형웅(전북디지털사회혁신센터장)
박선영(재단법인 밴드 사무국장)
성지은(과기정책연 연구위원)
김병석(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조예원(바흐닝언케어팜연구소 대표)

발표자

박래호
(동국대학교 교수)
정춘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부소장)

2020 STEPI 국가난제 연구 성과보고회
구분

주제

발표자

발표 Ⅰ

국가난제 연구 개요 및 방법론

안형준(과기정책연 연구위원)

발표 Ⅱ

외교/국방 분과 연구결과 및 성과

하태정(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

발표 Ⅲ

지역 분과 연구결과 및 성과

한웅규(과기정책연 부연구위원)

발표 Ⅳ

환경분과 연구결과 및 성과

이 혁(과기정책연 부연구위원)

72

STEPI ANNUAL REPORT 2020

73

리빙랩과 젠더 포럼

2020 온라인 STEPI Day(연구성과발표회)

리빙랩 운영과정에서 문제에 공감하고 다양한 주체들을 연계·협업하는 활동에 여성이 적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STEPI Day(연구성과 발표회)를 비대면

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성이 혁신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하고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하여 2020년에 추진된 과학기술혁신정책 우수 연구성과의 대국민

자 운영되는 포럼이다.

공유를 통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였다.

회차

제1회

제2회

일자

09.25.

11.13.

주제

리빙랩 활동을
젠더 관점에서 톺아보다!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여성 활동 주체를
어떻게 육성·연대할 것인가?

발표자

성지은(과기정책연 연구위원)
정은희(경남대학교LINC+지역사회
혁신센터 센터장)
노성여(동남권실험실창업혁신단장)
성지은(과기정책연 연구위원)
신하영(다양성임팩트연구소 대표)
서정주(온랩 코디네이터)

구분

주제

발표자

STEPI 및 2020년 STEPI 주요 연구성과 소개

송치웅
(과기정책연 부원장)

발표 Ⅰ

국가난제 연구개요 및 방법론
(혁신시스템연구본부)

안형준
(과기정책연 연구위원)

발표 Ⅱ

 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람과 사물의 이동
포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

윤정섭
(과기정책연 부연구위원)

발표 Ⅲ

글로벌 데카콘 기업의 성장 경로 분석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백서인
(과기정책연 부연구위원)

소개

연구 관련 활동

과학기술+사회혁신 포럼

과학기술 ODA 포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 및 시스템 전환 지향 혁신의 출발점을 과학기술로 모색하고자 각

과학기술 분야 ODA의 정책 효율성 제고, ODA 사업 사례공유 및 의견 수렴을 위해 STEPI의

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이다.

연구진들과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논의하는 포럼이다.

회차

제19회

일자

09.22.

주제

ICT 기반 사회혁신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성지은(과기정책연 연구위원)
오연주(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정수진(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박형웅(전북디지털사회혁신센터장)

일자

주제

발표자

07.14.

<제 23차>
포스트 코로나 ODA 추진전략

이아연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사무관)

10.28.

<제 24차>
Origin of Korean S&T Model for All:
Cases of KAIST and KIST

박범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문만용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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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생태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합동포럼

인도네시아의 STI 거버넌스 역량강화 워크숍

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0년 인도네시아 국립과학원(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바이오경제시대,

공동 기획하는 “혁신생태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의 네 번째 합동포럼의 일환으로 한국

Workshop for Arrangement of

의 연구자 및 연구기술혁신부의 과학기술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의 STI 거버

바이오헬스 강국 어떻게 이룰 것인가?

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차세대 주력산업의 하나인 바이오헬스산업의 국가 경쟁력

STI Governance:

넌스 역량강화 현지 워크숍과 함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강화를 위한 정책 및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Coordination Mechanism

일시

2020년 1월 16일

일시

2020년 2월 19일 ~ 20일

장소

서울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최

주제

차세대 주력산업으로서의 한국 바이오헬스산업 과제

참여자

박하영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공학한림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강국으로 가는 길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바이오헬스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이명화
(과기정책연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디지털 의료혁명과 바이오 규제개혁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

주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0년 2월 19일 ~ 20일에는 인도네시아 국립과학원을 방문하여 2020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현지 STI 관련기관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아세안 과학기술
혁신센터과의 협의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연구기술혁신부 밤방 브로조느고르 장관 초청

장소

으로 인도네시아 국립과학원과 연구기술혁신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책 강연 및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강연에서는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정책동향 및 한국의 과학기술교육

주최

기관인 울산과기대의 발전과 성공요인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워크숍을 통해서 인도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시아 STI 거버넌스 체제 현황과 과제, 인도네시아 STI 법제도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자

행사명

주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전문가 초청 과거와 미래
한국

02.19.

과학기술
정책 강연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산업과 규제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02.20.

거버넌스
역량강화
워크숍

임덕순
(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

울산과기대(UNIST)의
발전과 성공요인

이명인
(UNIST 처장)

2020년도의 인도네시아
국제기술혁신사업의 사업계획

임덕순
(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발전 동향

김성수
(한국외대 교수)

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현황 및 과제

Dr. Ikbal Maulana
(LIPI 선임연구원)

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혁신 체계
및 제도 현황 및 과제

Mr. Sjaeful
(인도네시아 연구기술혁신부 과장)

연구 관련 활동

STI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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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종합 미래

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이용빈 국회의원,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와

명견만리:

전망 대회」를 주관하여 ‘명견만리: 빅 데이터에서 대한민국의 갈 길을 찾다’를 주제로 21개

대한민국 사회전환 어떻게

함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의 강조필요성과, 제도적

빅데이터에서 대한민국의 갈 길을 찾다

소관 연구기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최고 전문가들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객관적 지표와

시작할 것인가

기반의 사회혁신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토론회에 참여했다.

일시

2020년 5월 28일

검증된 방법론을 통해 2020 대한민국의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
러스와 같은 인류의 보건 및 안녕에 치명적인 외부 충격에 대한 이해 및 예측력을 높이고,

일시

2020년 8월 13일

대응의 신속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효과적 분석 기반도 마련했다.
장소

장소

온라인 생중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주최

구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조
강연

주제

발표자

Empowering Citizens against
Covid-19 with an ML-Based and
Prof. Yoshua Bengio (MILA, Canada)
Decentralized Risk Awareness App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미래

이근(서울대학교 교수)

세계 정세변동과 한반도의 미래

김준형(국립외교원장)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성:
코로나 19로부터의 교훈

이명화(과기정책연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코로나-19 백신개발 전망

송만기(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

코로나 19에 따른 산업계의 대응

권덕철(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세계의 기술발전과 산업의 미래

최병삼(과기술정책연 연구위원)

구분

세션

발표자

발표 Ⅰ

사회문제해결 R&D와 리빙랩을 통해 본
사회혁신 촉진 방향과 대안

송위진(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

발표 Ⅱ

사회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의
실험과 성과, 그 다음은?

엄승용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외협력위원장)

발표 Ⅲ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공 네트워크 필요성

임종순(한국가스공사 부장)

주최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이용빈 국회의원,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특별
세션

전망

미래전망: 고용과 불균등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계 평화와 안보 전망

이성우(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위원)

패널자료로 본 복지와 삶의 질 전망

조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국민 삶의 질 :
데이터에 기반한 현재와 미래

최바울(통계개발원 실장)

종합경제전망

정규철(한국개발연구원 실장)

한국의 포스트코로나 산업위기 예측 및
미래

안성배(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위험관리 모니터링

안영재(한국기업데이터 센터장)

전망

코로나사태로 인한 개인사업자 신용
변화와 위험관리 Dashboard 소개

박기홍(코리아크레딧뷰로 부장)

2020년 산업 전망

이임자(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미세먼지 및
폭염 노출위험인구 전망

심창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관련 활동

세계의 2020년 세계경제 전망 업데이트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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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과학기술정책 역량강화 워크숍

한국과학기술법학회-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동학술행사

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0년 스리랑카 과학기술연구부 산하 자문기관인 국가 과학기

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 R&D 100조 시대의 개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과 향후

Workshop on Capacity Building

술위원회(NASTEC)의 자문요청으로 스리랑카 과학기술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

국가 R&D 100조 시대의 개막:

과제’를 주제로 한국과학기술법학회와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for Development o fthe STI Action Plan

상으로 스리랑카의 전략 분야 중 하나인 농업분야의 과학기술혁신 실행계획 수립 워크숍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시행과정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과제를 가늠하는 운영 방향성에 관한 논의의 장을

for Agriculture Sector

을 진행하였다.

일시

in Sri Lanka 2021-2025
일시

2020년 8월 25일

마련했다.

2020년 9월 23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STEPI와 NASTEC의 오프라인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5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6차례의 화상 실무회의를 통해 프로젝트의 운영 및 워크숍의

장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충북대학교

장소

주최

서울–콜롬보(스리랑카) 화상회의

8월 25일 서울과 콜롬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워크숍에서, STEPI 연구진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최

외부 전문가는 한국의 농업 분야 발전 사례와 관련 농업기술 관련 정책 등에 대해 발표하였

한국과학기술법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으며, 스리랑카 전문가는 스리랑카의 세부 농업 분야별 개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 과학

구분

주제

발표자

발표 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이호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 사무관)

발표 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연구제도의 혁신:
혁신시스템 관점을 중심으로

신은정
(과기정책연 제도혁신연구단장)

발표 Ⅲ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R&D혁신정책
논의 동향

이재훈(KISTEP 변호사)

발표 Ⅳ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보안 관련
규정의 검토 및 향후 운용 방향

강선준(KIST 박사)

기술기본계획의 기초 시행계획 수립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및 주요 구성요소 정책설계 방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스리랑카 농업 과학기술혁신 실행계획 수립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분

주제

발표자

[Productivity]
Green Revolution in Korea

서세정
(前농촌진흥청 부장)

발표 Ⅱ

[Process]
Food Industry Policy in Korea

김태영
(한산에프엔지 소장)

발표 Ⅲ

[Entrepreneurship]
Korea’s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이대섭
(강원대학교 교수)

발표 Ⅳ

STI Action Planning –Lessons
from Korean experiences

박병원
(과기정책연 연구위원)

발표 Ⅴ

[Productivity]
Tech action plan to improve productivity
in farms or fields

Prof. Buddhi Marambe
(University of Peradeniya)

발표 Ⅵ

[Process]
Tech action plan for value-added
agrifood products

Dr. Ilmi G. N. Hewajulige
(Industrial Technology Institute)

발표 ⅥI

[Entrepreneurship]
Action plan to facilitate tech-based
entrepreneurs in agriculture

Dr. Keerthi Kotagama
(Browns Agri Solutions Pvt. Ltd)

연구 관련 활동

발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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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기술혁신학회(ASIP) 학술대회 내
인도네시아 특별세션

엘살바도르 과학기술단지정책 및
기술이전사업화 과정 온라인 연수

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아시아기술혁신학회(Asian

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엘살바도르의 경제부, 재정부, 혁신

Asian Society for Innovation and

Society for Innovation and Policy) 내에 “한국 파트너십을 통한 인도네시아의 혁신시

엘살바도르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장관실 과학기술정책 담당 실무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과학기술단지정책 및 기술이전

Policy- Wiring Up Indonesia’s

스템 연계: 아시아 국가들에게 주는 STI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특별세션을

역량강화 지원

사업화」 연수 과정을 5일간 진행했다.

Innovation System in Partnership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 국립과학원의 연구진들과 한국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with Korea: STI Policy Implications

수행한 3대 연구주제인 STI 거버넌스 개편 및 싱크탱크 설립방안, R&D펀딩 및 연구진흥

for Asian Countries

기금 거버넌스,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

일시

일시

2020년 11월 16일~21일

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학기술단지 운영 등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동영상 강의와
장소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엘살바도르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과

온라인 화상회의

2020년 9월 24일

▲질의응답 ▲액션플랜

기획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기획을 위한 팀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정책 노하우를 전했다.

주최
장소

제주 – 자카르타 화상회의

구분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표 Ⅰ

발표 Ⅱ

발표자

Identifying think tank units for sciencetechnology-innovation policy in
Yuka Anugrah Asmara(LIPI 연구원),
Indonesia : The functions and its
권기석 (한밭대 교수)
potential to promote national innovation
system
Designing Management of Research
endowment fund and the National
Research Agency in Indonesia
Evaluation System of National R&D
Programs: Learning from Korea and
Indonesia

Dr. Dudi Hidayat(LIPI, 센터장),
김성수 (한국외대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일자

주제

과학기술정책과 경제발전
11. 16. 액션플랜 수립 방법론

발표자

장용석(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
김은주(과기정책연 책임연구원)

기술평가

성웅현(한신대학교 교수)

산학연 연계정책

임덕순(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

스타트업 지원정책

임왕규(호서대학교 前교수)

한국의 IPR 정책 및 시스템

손수정(과기정책연 연구위원)

IP 매니지먼트

정경민(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한국 테크노파크 전략

이재훈(경북테크노파크 前원장)

기술이전과 사업화

서상혁(호서대학교 前교수)

한국 테크노파크 운영프로그램

김양진(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협력팀장)

11. 17.

11. 18.
Dr. Galuh Syahbana Indraprahasta
(LIPI 수석연구원)
11. 19.

11. 20. 기업가정신 및 대학창업지원
프로그램

최종인(한밭대학교 교수)

연구 관련 활동

발표 Ⅲ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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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ve Korea 한국판 뉴딜
대전세종충남 대토론회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세계의 평화, 번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선도국가 대한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과 함께,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차원

STI for SDGs: 새로운 기회와 과제

민국”이란 대주제로 진행된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서 ‘STI for SDGs: 새로운 기회와

일시

2020년 11월 25일~26일

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경청과 공감의 장’에 참여
했다.

일시

과제’란 주제로 한 세션을 맡아 참여했다.

2020년 12월 10일
과기정책연과 함께 WB Korea, KAIST, SUNY Korea, OECD CSTP, 이화여대, 기술경영경제

장소

장소

학회가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은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그동안 쌓아올린 우리나라의

온라인생중계

The-K 호텔 서울

역량을 점검하고 글로벌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 정책수단인 과학기술분야

주최

국제(개발)협력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구분

세션

주최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연

충청남도

제1세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판 뉴딜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국판 뉴딜, 무엇을 할 것인가

김선혁
(고려대 교수)

D. A. M.으로 채워가는
지속가능 인프라

김종원
(광주과기원 AI대학원장)

그린뉴딜 2.0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뉴딜을 포용적이고 안전하게

김공회
(경상대 교수)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

한국판 뉴딜의 시작과 중심,
대전형 뉴딜

정재용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발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형 뉴딜

류제일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

김영명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분

발표

세션

발표자

SDGs 시대 글로벌 STI 개발협력

선인경
(과기정책연 개발협력연구단장 )

SDGs를 위한 STEAM 교육: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이종일(기술경영경제학회장)

디지털혁신과 SDGs의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 박경렬(KAIST 교수)

연구 관련 활동

한국판 뉴딜과 세계선도국가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발표

제2세션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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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기술이전 역량강화 워크숍

세미나 및 교류회

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0년 세 차례의 아제르바이잔의 기술이전 역량강화를 위한 워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전문가 커뮤니티로, 전문 연구영역

Workshop for the Promotion of

크숍을 세종 및 서울과 바쿠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아카데미(ANAS)간 화상회

별로 학술적·창의적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연구교류

Technology Transfer and

의를 통해 개최했으며, 아제르바이잔 ANAS 내 신설된 첨단기술단지(ANAS-HTP)의 기술

의 장이다.

Commercialization in Azerbaijan:

이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Plan for ANAS HTP
일시

2020년 5월 9일
2020년 9월 3일 ~ 4일
2020년 12월 28일

그린섹터세미나

5월 9일 개최한 킥오프 워크숍에서는 STEPI의 정책과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내부 시스템,

국내 그린섹터(농업, 바이오,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린섹터의 주요 이슈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 및 인증, 창업 육성, 공공조달 등 세션을 구성하여 세션별 한

논의

국과 아제르바이잔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9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역량강화 워크
숍을 개최하였다. 1일차에는 하이테크파크인 ANAS-HTP에 한국 테크노파크의 경험을 제
공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테크노파크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제공

K-Inno Brown Bag 세미나

연구자의 연구능력 증진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과학기술혁신 ODA 사업의 이
론적 근거와 논의분석 등 토론과 학문적인 성과 공유로 구성

하였다. 강의는 향후 ANAS-HTP, LLC의 운영상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Business Model,
장소

Fundraising, Resident Hunting, Digitalization of the Technopark으로 구성하였다. 2

세종/서울 – 바쿠(아제르바이잔)

일차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Field Interview를 개최하지 못

화상회의

한 만큼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Interview & Discussion Session을 구성하였

주최

다. 각 주제별로 STEPI 팀이 사전에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ANAS-HTP 팀이 준비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에서 답변하지 못한 내

세미나/교류회명

용들은 인터뷰 이후 추가로 요청하여 보완하였다.
이어 12월 28일에는 성과확산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주제별 세션을 구성하고, 2020년 프
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을 합의하였다.
그린섹터
세미나
(총 12회)
일자

주제

발표자

01.21.

스마트 농업기술과 지속가능 농업의 만남

02.19.

농업 벤처 생태계 육성과 엔젤투자

03.20.

대동물 분야 스마트농업 적용사례 현장세미나

04.09.

한국 농업기술 지도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05.26.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동향 및 시장전망

06.02.

농축산물 품질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현황

07.07.~08.

한국 농촌지도사업, 시군농업기술센터 현장방문

08.04.

농업과 데이터의 만남, 벤처에게 묻다

09.08.

한국형 뉴딜을 위한 저탄소 미래축산과
고효율 농촌에너지의 연계방안

이종화(대전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10.14.

스마트 축산 현장 간담회

테크노파크의 디지털화

성병호(대구테크노파크 단장)

11.25.

농업 바이오생명산업 규제개선 간담회

ANAS-HTP 내부 시스템

김왕동(STEPI 선임연구위원)

12.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축순환 농업

ANAS-HTP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시험 및 인증

최상호(대전테크노파크 단장)

05.12.

Discourse on Development

ANAS-HTP 창업육성

최종인(한밭대학교 교수)

05.26.

개도국 발전에 대한 시각(Ⅰ)

06.02.

Corona Pandemic and New Normal

06.09.

개도국 발전에 대한 시각(Ⅱ)

06.16.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 20세기 역사를 다른 눈으로

06.23.

개도국 발전에 대한 시각(Ⅲ)

테크노파크의 비즈니스 모델

김양진(경북테크노파크 팀장)

테크노파크의 펀드레이징 모델

남경주(경기테크노파크 팀장)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유치 전략

9.3.

K-Inno

9.4.

주제

ANAS-HTP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육성

ANAS-HTP 공공조달

Vusal Suleymanli(ANAS-HTP
Chief Innovation Officer)
Ilaha Rzayeva(ANAS-HTP Head
of Investment, Marketing and
Commerce Department)

Brown Bag
세미나
(총 6회)

세미나 및 교류회

로젝트 추진결과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으며 본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ANAS-HTP의 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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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6.

01. 29.

06. 05.

10. 27.

10. 27.

바이오경제시대, 바이오헬스 강국
어떻게 이룰것인가? 합동 포럼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대상 신년 기자와의 대화

스마트생산 열린혁신 포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약식

제437회 과학기술정책포럼

01. 29.

02. 19.

11.02.

11. 20.

11. 23.

제431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조황희 원장 제17차 세종국가리더십 포럼 진행

故 송곡 최형섭 박사 탄신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엘살바도르 온라인 연수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과의 업무협약

03. 20.

04. 29.

11. 25.

12. 04.

12. 19.

코로나 19 희망 캠페인 참여

제432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주한 르완다 대사 내방

2020 STEPI 국제 심포지엄

국가 난제 연구성과 발표회

05. 06.

05. 28.

12. 09.

12. 21.

12. 23.

STEPI 33주년 개원기념식

2020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제14대 조황희 원장 이임식

제2기 대학생 기자단 온라인 해단식

2020년
기관
주요활동

2020년 기관 주요활동

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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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분류

보고서명

91

연구책임자

분류
F20-01

과학기술인력 정책수립을 위한 핵심 지표체계 설계 및 분석 연구

F20-02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F20-03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15차년도)

F20-04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6차년도)

F20-05

2020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선인경, 김왕동

F20-06

기업지원 R&D사업의 맵핑(mapping)을 통한 기술비지정
예타조사 기초자료 구축

한승희, 최이중

F20-07

R&D 예비타당성조사 탄력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F20-08

한국기업혁신조사 패널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

P20-01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 혁신 방안

황석원, 양승우

P20-02

인공지능 기술 활용 강국을 향한 과학기술정책 제고 전략

오승환, 이주량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조사연구

조가원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동향과
이정우, 강희종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한

P20-03

전략자원의 글로벌 Tech-Knowledge 패권 경쟁과 한국의 경쟁력 확보

박환일

연구결과물 (분류기호 : P)

P20-04

정부 R&D 사업체계 진단 및 정책 대안: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이명화

P20-05

혁신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 R&D제도 개선방안

신은정

P20-06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R&D 전략의 전환
- OLED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P20-07

전환시대 지역혁신생태계에서 선도기업의 역할과 기여

P20-08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STI 국제협력프로그램 기획 박환일, 장진규

P20-09

과학기술 ODA 융합 프로그램 기획연구

P20-10

기초연구사업 확대의 영향 진단과 정책 방향

박기범

P20-11

블록체인 기반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우청원

P20-12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

손수정

P20-13

시스템 중심 혁신정책 평가체계 구축과 활용방안

이민형

P20-14

신한류의 혁신원천 분석: K-뷰티를 중심으로

정일영

P20-15

과학기술 행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

양현채

P20-16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에의 사회혁신조직 참여 활성화 방안

송위진

P20-17

4차산업혁명 시대 연구중심대학의 경쟁력 확충 방안

이윤준

P20-18

포용적 개발협력 시대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발전 경험이 개발도
상국에 가지는 교훈 연구

장용석

P20-19

글로벌 데카콘 기업의 성장경로 분석 - 미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

백서인

P20-20

SDGs시대 글로벌 STI 개발협력의 변화 추세 분석

선인경

P20-21

혁신 경쟁력 확충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전략 연구

전지은

시의적절하게 배포하기 위해 요약 형태로

P20-22

공공기술 기반 창업 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입법화 방안 연구

전지은

발간한 자료 (분류기호 : J)

P20-23

한국-비세그라드(헝가리·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 과학기술
세부협력 방안 마련 및 의제발굴

성경모

P20-24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XII

최종화

P20-25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분석사업(XI)

김선우, 임채윤

P20-26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AI, 5G,
블록체인(9차년도)

백서인, 박환일

P20-27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4차년도)

P20-28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2차년도)

P20-29

스마트 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사업 (1차년도)

박찬수

P20-30

기술비지정형 R&D 예타 세부 추진전략 조사 개선을 위한 연구

정장훈

P20-31

한국의 기업지형 분석과 중소기업 혁신정책 기획 연구

김선우

이혁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조사·분석한
연구결과물 (분류기호 : F)

김영환

배용호, 최종화
김승현

이정원, 선인경

이광호
하태정, 양승우

J20-01

보고서명

Korea Report: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동인

이정우, 강희종

연구책임자

정책자료

이명화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에게

연구보고서

분류

최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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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권호

구분

제목

기업의 혁신성과에 대한 혁신공공구매(PPI)의 효과

저자

박정호

93

권호

발간일

제245호 2020.01.15.

과학기술 관련 연구·혁신
수도권 제조업체의 기업 규모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연구개발활동의 매개효과 -

정책의 조사분석과 학술기반 조성을 통해

김찬용, 최예술

정보제공 및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는
전문 학술지

제목

지역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혁신플랫폼의 과제

제246호 2020.01.30. 디지털 경제와 소비자 후생의 측정: GDP-B
제247호 2020.02.10. 중국의 혁신성장과 한국의 대응 전략

제3권

일반

제1호

논문

패널 오차수정모형(ECM)을 이용한 특허와 연구개발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국 등록특허를 활용한 한국 기술경쟁력의
역동성 분석
기업의 협력활동이 혁신성 높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구조- 사용자혁신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Developing ICT policy for fighting COVID-19 in
Africa : Collaboration opportunity from South
Korea’s best practices

기획
논문

Business impacts and government support for
firms’ upgrading and innovation under COVID-19
in Southeast Asia

COVID-19 확진자 이동경로의 특성과 시사점
- 한국 경기도를 중심으로 -

제3권

기술기반창업과 정부의 창업 지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

일반
논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시스템 지체분석에 따른 국가
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의 융합방안 연구

엄익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연구
- 국내 하이테크산업 사례 분석 -

황석원
백서인, 손은정, 윤여진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 기반 규제 이슈
제248호 2020.02.20.
분석 및 대응방안

정일영, 이광호,
목은지

제249호 2020.03.05.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지원 개선방안

김선우, 김재원

제250호 2020.03.16.

김민정

융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

요약 정리한 정기간행물

최종화, 진성만,
양승우, 박정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
제251호 2020.04.01. 혁신 국제논의 동향과 정책제언

제252호 2020.04.10.

Patarapong
Intarakumnerd,
Upalat
Korwatanasakul
박현준, 임륭혁,
조용래

정도범

공공연구기관 R&D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혁신방안

이민형, 김태양

제253호 2020.04.20. 국내 박사후연구원의 규모와 특성

박기범, 박현준

제254호 2020.05.11. 실증연구 없는 기술사업화는 가능한가

손수정, 이세준,
우청원, 김명순

제255호 2020.05.25.

생명안보 관점의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
과학기술혁신전략

조용래, 이종혁,
이명화

제256호 2020.06.15.

산업기술안보 관점의 국가 전략목적기술
(CPT) 도입과 정책방향

조용래, 박현준, 이선아,
최종화, 이정노

제257호 2020.07.10.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 제언

김상광

김경수

이향희, 이명진

-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정책을 중심으로 -

Mekuria Haile
Teklemariam

제258호 2020.08.10.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방안

국제특허분류를 활용한 기술융합 연결망 구조 및 패턴
분석 : 해양수산 산업 육성 분야의 특허를 중심으로

정미애, 김선우,
성지은, 오승환

STEPI Insight

제259호 2020.09.23.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제260호 2020.10.30.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진단:
글로벌 혁신스코어보드를 중심으로

제261호 2020.11.10.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이공계 진로정보의
생성·지원 체계화 방안

이철행

제262호 2020.11.17. 사이버안보 이슈의 글로벌 쟁점과 전략적 시사점

우청원, 김태양,
장필성
김선우, 진우석
오윤환, 김은아, 박찬수
이혁, 강희종,
서현정
엄미정, 황은혜
유지영

제263호 2020.12.17.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조 전망과 대응전략

오윤환, 김은아,
박찬수

제264호 2020.12.23.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대외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국가 전략

백서인, 윤여진,
조용래

제265호 2020.12.30.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위성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전략

안형준, 박현준,
이혁, 김은정

정기간행물

제2호

김대용, 류성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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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Horizon+

권호

세션명

제목

감염병과의 전쟁, 어디까지 왔나?

미래를 선도할 핵심 과학기술과
미래연구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포커스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저자

과학기술 분야 전문 종합지

권호

장철훈

현실이 된 X이벤트: 한국사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나리오

윤정현

신종감염병에 대한 안전관리, 어떻게 달라졌을까?

최영화

예산으로 본 신종감염병 대응 현황

이상민

감염병 대응의 그림자

박한선

전문가와 시민들 간에 미래에 대한
소통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발행하는

95

세션명
미래연구
인사이트

제46호
과학기술정책
포커스

제44호

미래연구

바이오인포매틱스를 통한 감염병 예측기술의 현재와 미래

안인성

인사이트

코로나19 사태로 바라본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이명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방안

박환일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

성경모

과학기술정책
포커스

국가혁신시스템은 코로나19 시대에 올바른 해법을 제공하는가? 한웅규
STEPI 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감염병 연구 역량 - 논문분석을 중심으로 -

와일드카드의 일상화 : 미래 재난 대비와 대응
– 무엇이 필요한가?
미래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인문사회적 상상력의 필요성:
코로나 판데믹과 미래문해력을 중심으로
미래연구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기술예측의 방향

강희종

과학기술정책
포커스

김헌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과 언택트 혁신

최종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이예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먹거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임영훈

포스트 코로나 시대 : 이동 패러다임의 변화

윤정섭

국민이 전망한 코로나 이후 미래 사회

황윤하

COVID-19가 과학기술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홍성민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창업가
특성과 육성방향

김영환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대학교육 혁신의 과제

유한구

코로나19가 앞당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류태호

미래연구
인사이트

임현

언택트 시대의 그림자: 사이버위협의 일상화

오일석

제47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수업 전망

장혜승

COVID-19 이후, AI는 능동적 감염병 대응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을까?

전종홍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에너지 시장 동향과 전망

권원순

COVID-19로 인한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와 일상의 변화 전망

우수한

통계로 보는 한국의 혁신인재 역량

강희종
김태양

미래위험을 둘러싼 위험인식과 대국민 소통

류현숙

미래연구

회복력 중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정지범

포커스

미래사회,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

최연구

과학기술 ODA의 융합

선인경

과학기술 융합 ODA 사업 유형 및 기획

이정원

융합 ODA 활성화를 위한 과제

김왕동

COVID-19 이후,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소비 변화와 시사점

과학기술 융합 ODA 사례 1 : 케냐 KAIST 설립

김소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방향을 위한 제언

전지은

과학기술 융합 ODA 관점에서의 KIST 모델 연구소 설립
- VKIST 설립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종주

COVID-19 이후, 의료시스템의 진화와 경계의 소멸

이상규

COVID-19 이후, 뉴노멀과 미래 사회 변화

윤정현

코로나(COVID-19) 팬데믹, 관광여행의 변화와 전망

이훈

COVID-19의 경제적 영향 :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이종규

STEPI 지표통계

미래연구
포커스

코로나19가 촉발한 모빌리티 산업 혁신 전망

차두원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전망과 제언

양희태

인공지능이 가져올 금융 서비스 혁신 전망

이제영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성 제고 방안과 시사점

윤정현

제48호
제46호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이승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한국에의 시사점

이지효

코로나가 촉발한 언택트 소비트렌드와 미래 전망

황지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후변화대응과 한국판 그린 뉴딜

백승욱

미래연구
포커스

과학기술정책
포커스

통계로 보는 미래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본 2020년 관광산업 현황과 미래전망

정승

정기간행물

인사이트

한국의 문화는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최항섭

상시적 미래 충격에 대응한 기민(agile)하고 유연한(flexible)
서용석
정부 모색

미래연구

포커스

저자

박병원

포커스

제45호

과학기술정책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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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연구

번호

발주처

1

농촌진흥청

2

농촌진흥청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기획재정부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방위사업청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특허청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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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4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임영훈

44

농업 R&D 미래대응 전략 수립

이주량

45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양승우

46

연구과제

농업 R&D 사업 전주기 통합지원 체계 구축

서비스산업발전 중장기 비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장병열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장훈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이슈 발굴 및 정책방향 제시 연구

신은정

한-UNESCO 과학분야 협력방안 연구

성경모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종합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

오승환

과학기술기반 사회적 경제 성장모델 수립 연구

서지영

국산품 우선정책(BKD)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하태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ICT 외교전략 고도화

박환일

2020년도 과학기술 국정과제 등 이행 지원방안 연구

신은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분석 및 정책방향 도출

박기범

외교부

17

국무조정실

18

국회예산정책처

미래이슈 탐색 체계화 방안 연구

박병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흥안보의 미래전망과 대응방안

윤정현

ODA 심사체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김지현

기술료 징수 사용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임채윤

아산나눔재단

2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1

한국노동연구원

2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부장 테스트랩컴플렉스 타당성 검토

이광호

24

국방과학연구소

ADD 재구조화 시범운영 평가지표 연구

하태정

출연(연) 우수연구팀 육성 방안 연구

성경모

화성시 첨단기업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기초조사 연구

서지영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기술혁신정책작업반(TIP) 및
글로벌과학포럼(GSF) 활동 참여 및 조사·분석

장용석

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화성시

27

한국연구재단

한국의 창업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비교 연구
국가 R&D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임치제도 도입 방안 연구

김영환
손수정, 임채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력정책

엄미정

국가R&D 심층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지원체계 고도화

황석원

연구책임자

2030어젠다 달성을 위한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활성화 전략 모색 연구

김지현

OECD 혁신정책 리뷰: 한국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분석·진단을 위한 프레임 설정 연구

박병원

KBSI 수도권센터 통합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사전 기획 연구

이민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이광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회 체제 국책연구기관 20년 변화 분석

엄미정

(재)인천테크노파크

DNA기반 인천 SW산업 육성계획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이윤준

4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종합연구
- 데이터 기반 예측·진단 및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대응전략

송치웅

4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논의 참여기반 구축

선인경

49

한국연구재단

한-ASEAN 과학기술 협력기반구축

김지현

50

한국연구재단

APEC PPSTI 운영체제 참여 및 협력사업 추진

박환일

5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코로나 이후 미래사회 의제 발굴 및 대안 모색을 위한 미래예측연구회 운영

최종화

5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사업화 백서 연구

손수정

5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OECD 혁신정책리뷰-한국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종합 분석 및 발전방안 개발

박병원

5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의 성과인정체계 마련 연구

신은정

55

한국국제협력단

과학기술단지 정책 및 기술이전 사업화(2019-2020) 2차년도 온라인 연수

김지현

5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경제성장과 혁신전략

김지현

57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인공지능 생태계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연구

최병삼

58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세종 혁신클러스터 사진 기획 연구

박병원

59

한국국제협력단

튀니지 과학기술혁신센터 설립 지원 사업 형성조사

임덕순

60
6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석학기관의 발전 방안

임덕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한국판 뉴딜 대전세종충남 대토론회

62

한국연구재단

63

한국개발연구원

송치웅

바이오인력 수요 변화 분석 및 수급정책 재설계

엄미정

20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브라질 정책자문사업

장용석

STEPI의 기본연구사업 중 외부전문기관 혹은 전문가에게

위탁과제 연구

연구수행을 의뢰하여 수행한 과제보고서(총 10종)

2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19년3차/4차)

정장훈

2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문제 해결형 R&D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확산방안 연구

성지은

3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업간 기술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손수정

번호

3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수립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실행방안 연구용역

김승현

1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조사·분석 연구

ICT 전문인력 수급전망 신뢰성 제고를 위한 ICT분류체계 검증연구

손수정

2

학술논문 데이터 기반 우리나라 산학연 연구협력 트렌드 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진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주외교 전략

안형준

3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조사·분석 연구

(사)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최경하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김선우

4

사회기술시스템 난제의 발전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치형

혁신 도전적 융합연구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화

5

국가 난제 지형도 작성 및 개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진서

(가칭)사이언스빌리지조성사업 연구

서지영

6

중국 AI, 5G, 블록체인 분야 핵심 응용 분야별 혁신 생태계 분석

9K 리서치(북경구과수예지 상무자문유한회사)

김병국

어드반플래닝주식회사

박태규

성균관대학교

노상도

3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3

한국연구재단

3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5

한국연구재단

36

충청북도

연구과제

3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정책중장기 혁신방안 기획 및 이공계 통계체계 개선 연구

엄미정

7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3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법제 개편 연구

양승우

8

도심형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 R&D 정책 연구

3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연구

김선우

9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위한 기술 발굴 및 정책 제안

4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4차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연구

김영환

10

OLED 분야 시장 지배기업의 전략 분석

위탁기관

연구책임자

(사)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이인희

연세대학교

조영상

(주)한국혁신경제연구소

문혜선

수탁 · 위탁과제 연구

19

26

연구과제

한국국제협력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6

발주처

41

손수정

기획재정부

번호

42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추진전략 연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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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전과 3대 경영목표 및
8대 추진전략

II. 정책 실행·실효를 제고하는
연구체계

101

조직도
연구자문
위원회

감사
(비상근)

원장

Ⅱ-1	다층적·다면적 정책수요채널

다양화 및 입체적 정밀기획
Ⅱ-2	협력·융합 연구 및 연구청렴성

I.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정책 연구

경영비전

I-1	변혁적 환경에 대비·

R&D재정사업
평가센터

강화를 통한 연구내용
수월성 확보
Ⅱ-3	국내외 네트워크 및 플랫폼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고도화

부원장

글로벌 선도국가의
세계적인 ‘과학기술 기반
국가혁신정책’ 연구기관

대응하는 연구개발정책 및
시스템혁신 연구
I-2	더블 뉴노멀* 시대 과학기술
기반 인재·기업·지역
성장전략 연구
I-3	글로벌사회 과학기술혁신
및 국가 과학기술외교
전략 연구

전략기획
경영본부

보다 나은 과학기술,
더 나은 삶
전략기획실

III. 환경변화에 조화롭게
대응하는 경영혁신

연구개발전략
연구본부

Ⅲ-1	국민 체감을 위한 연구성과

확산 및 고객 맞춤형 홍보
체계 확립
Ⅲ-2	환경보호·사회공헌·투명경영
(ESG) 체제 기반
지속가능경영 강화

R&D혁신
연구단

혁신성장전략
연구본부

혁신제도
연구단

신산업
전략연구단

혁신기업
연구단

글로벌혁신전략
연구본부

과학기술외교
정책연구단

과학기술인재
정책센터

SDGs
혁신연구단

경영지원실

미래전략팀

예산관리팀

사업기획팀

인사관리팀

연구관리팀

재무회계팀

대외협력팀

운영지원팀
지식정보팀

* (경제 뉴노멀) 저성장 상황의 장기화, (사회 뉴노멀) COVID-19이 촉발한 감염병 팬데믹

1987

인원

1993

1999

2005

2021

단위 : 명
* 21. 6월 기준

173

예산

단위 : 백만 원

2020년 예산
임원(원장)

총

1

25,118

2021년 예산

25,922

수입
1월 한국과학기술원

5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7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1월 제15대

(KAIST) 부설

(KIST) 부설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문미옥 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법률’에 의거하여

일부 개정법률

취임

센터(CSTP) 설립

(STEPI)로 개편

경제사회연구회 소속

(2005.5.31.)’에 따라

연구기관으로 소속 변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기술)직

41

16,696
7,193

(KISTEP)으로 이관
4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ITEP)의 산업기술정책연구
기능 인수
5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개원

7,280

자체수입

1,229

기타

1,432

연구기관으로 소속 변경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210

정부출연금

지출
연구직

131

12,899

13,005

인건비

8,691

9,424

연구사업비

2,860
668

3,135

경상운영비
연구개발적립금

358

비전 및 연혁 & 조직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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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원장실
원장

문미옥

책임행정원

정수정
부원장실

연구원

서현정

선임연구원

이혜진

연구원

구윤모

책임연구원

김은주

부연구위원

백대현

연구원

이선아

연구원

김민정

연구원

김인숙

선임연구원

권소현

연구원

(박정호)

연구원

김영린

연구원

김지은

선임연구원

이다은

연구원

(서현정)

연구원

김지선

연구원

모미령

선임연구원

이향희*

연구원

황은혜

연구원

나다영

연구원

박정호

연구원

김성아

행정원

김서연

경영지원실
실장

양진철

부원장

송치웅

연구위원

김종선*

팀장

하선영

연구원

목은지

연구원

윤혜인

연구원

김소은

행정인턴

박지혜

행정원

박성대

연구원

손수아

연구원

이아람

연구원

김영진

센터장

정장훈

행정원

조병욱

선임행정원

최미나

연구원

이현정

연구원

김지선

연구위원

정기철

행정원

최재현

행정인턴

송정희

연구원

진우석

연구원

김지은

연구위원

최이중

연구원

(황은혜)

연구원

민지혜

부연구위원

한승희

팀장

장상근

단장

오승환

연구원

시새롬

연구원

안지용

부연구위원

유나리

책임행정원

한미영

선임연구위원

안두현

행정원

김보영

연구원

유제현

연구원

고성민

감사실
감사(비상임)

곽지영

실장

한상수

선임행정원

정정환

전략기획경영본부

예산관리팀

인사관리팀

R&D혁신연구단

R&D재정사업평가센터

본부장

이주량

행정원

정연욱

선임연구위원

황석원

선임행정원

김서연

연구원

윤서희

연구원

권빛나리

행정원

김보건

행정원

최지영

선임연구위원

박기범

행정인턴

배한솔

연구원

최용인

연구원

김재원*

선임연구위원

하태정

책임행정원

나상현

연구원

박은빈

전략기획실
실장

재무회계팀
최종화

미래전략팀

신산업전략연구단

팀장

곽미선

연구위원

양승우

단장

정일영

행정원

유민혜

연구원

배현근

책임행정원

조경화

연구위원

양현채

선임연구위원

배용호

행정원

차예진

연구원

안수용

행정인턴

박소연

연구원

조용희

연구원

하리다

조용래

선임행정원

김지현

부연구위원

이정우

선임연구위원

김석관

부연구위원

윤정섭

선임행정원

정의호

부연구위원

이 혁

연구위원

임영훈

선임연구원

김은아

행정원

최혜선

연구위원

(장병열)

선임연구원

박현준

선임연구원

손은정
사업기획팀

운영지원팀

혁신제도연구단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
단장

신은정

책임행정원

오윤정

행정인턴

김유진

단장

김승현

연구위원

최병삼

선임연구위원

장진규

팀장

이상병

선임연구위원

이민형

연구위원

홍성주

선임연구위원

장용석

명예연구위원

책임행정원

전대관

선임연구위원

이세준

부연구위원

오윤환

연구위원

박병원

명예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송명진

부연구위원

백서인

명예연구위원

홍사균

부연구위원

선인경

명예연구위원

송종국

황용수

팀장

우청원

선임행정원

김용일

선임연구위원

이광호

선임연구원

진성만

행정원

이상훈

선임연구위원

손수정

연구원

윤여진

행정원

정소연

연구위원

서지영

단장

김선우

부연구위원

성경모

명예연구위원

홍성범

행정원

김효인

행정원

조은혜

연구위원

안형준

선임연구위원

송위진

부연구위원

유지영

명예연구위원

이명진

연구위원

장필성

선임연구위원

성지은

명예연구위원

조현대

연구관리팀

지식정보팀

혁신기업연구단

SDGs혁신연구단

팀장

고미정

팀장

김형철

부연구위원

최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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