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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기관개요
발간사

임무지향 R&D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전략기술 확보와 디지털 플랫폼화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2021년을 가장 빛낸 과학기술계 뉴스는 단연 ‘누리호’였습니다.

2022년도 R&D 예산 29.8조 원 중 주요 R&D 23.5조 원에 대한
예산배분·조정을 지원했습니다.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누리호는 1, 2, 3단 엔진 점화와 연소,

투자전략(’23~’27)」을 수립하고, 20개 부처 166개 국가연구개발

위성모사체 분리까지 성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자력

사업에 대한 찾아가는 사업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우주 강국이 되었음을 널리 알렸습니다.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18건

비록 위성모사체를 제 궤도에 올리지는 못해 미완의 성공이라는

(총사업비 14조 5,029억 원)과 적정성 재검토 4건(총사업비 1조

평가를 받았지만, 2022년 6월에 예정된 마지막 시험 발사에서

7,884억 원)를 통해 R&D 재정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점검 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저력을 당당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말에는 한 해 동안의 깊은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정책 Think-Tank로서의 자긍심을 담아 2022년에 우리

한편, 해를 넘겨가며 델타, 오미크론 등의 변이로 계속되는 코로나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15개의 이슈를 ‘KISTEP Think 2022

19의 공격에 인류는 mRNA 백신이라는 최첨단 기술로 해결책을

혁신 아젠다’로 제안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수준 높은 방역 의식과 백신 접종
참여로 마침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회복으로 가는 큰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R&D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했습니다.

개원 22년을 맞은 KISTEP의 2021년도 매우 다사다난했습니다.

초저성장, 실업, 전염병 대유행,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등
각종 국가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R&D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임무지향적

(’23~’27)」 수립을 준비하고,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술

R&D 체계 마련,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연구개발투자의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등 과학기술이 열어갈 미래를 그렸습니다.

전략성 강화, 산·학·연 융합·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 촉진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 10대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하고, 「2050

등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KISTEP도 사명감을 가지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와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R&D 시스템을 한 단계

에너지 위기 대응의 선봉에 섰습니다. 사회문제해결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축하고 및 사회문제해결R&D 분야의 우수성과를 발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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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테크페어를 개최하는 등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본 연차보고서에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최일선에서 연구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외교 포럼’과 ‘과학기술외교 아카

힘쓴 KISTEP 구성원들의 성과와 KISTEP의 다양한 활동이

데미’를 통해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인류의 노력에 동참 했습

담겨 있습니다. 모쪼록 연차보고서를 통해 연구자들과 국민들이

니다.

KISTEP을 조금 더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율과 책임의 R&D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성과
평가법」 전면 개정(’22.7 시행 예정)을 지원하고, 연구자 중심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개발을 완료, 2022년 1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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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및 추진전략

4대 임무

미션

과학기술 기획·평가역량의 전문성 강화로 R&D투자 효과성 제고

KISTEP 4대 임무

정책연구 강화와 미래이슈 선제발굴으로 혁신성장동력 창출 기여

추진전략

국가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 지원
과학기술

전략적 R&D

신뢰기반

혁신정책 지원

투자 지원

R&D 평가체계

Think-Tank

체계화

구축

• 과학기술예측, 기술영향평가 등 미래
이슈 발굴 분석
• 성장동력, 소부장 정책 및 다부처 공동
연구 기획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지원
•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 지원
•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이슈 분석
• 연구개발 투자 전략 기획 역량 강화
• 정부R&D 예산편성 지원 및 전략성 강화

•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R&D 강화
• 과학기술외교 및 글로벌 THINK-TANK
역량강화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및 과학기술정책

연구분야

❶국 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 정책기획·지원 강화
❷연구자 중심 범부처 R&D
제도혁신 허브기관 역할

❶정부R&D 예산 배분·조정

총괄 기획 조정
❶R&D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분석·평가·성과확산 체계

❷정부R&D 투자효율화 이슈
발굴 및 분석역량 강화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기획
• 과학기술인력 정책기획·기반 연구
• 지역과학기술 정책기획·기반 연구

구축
❷R&D 예비타당성조사

정립

분석방법론 고도화 및

❸미래예측 및 혁신성장동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문역량 강화

육성 전략기획 기능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성과확산
경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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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 국가R&D 과학기술통계 생산·분석·활용

• 전략적 연구 기획 및 인재육성 체계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윤리경영 실현

• 연구몰입 환경 조성

• 지역 상생협력 추진

• 국내외 과학기술 혁신정책 소통·협력 활성화

• 연구·사업성과 및 정책정보 활용·확산체계 강화

• 국가R&D 관리제도의 효율적 기획 및 운영
• 국가R&D 성과관리·활용·확산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국방 연구개발 사업타당성조사

조직 및 연혁

충북혁신도시 신사옥 개청

* 2022.3월 기준
감사부

감사(비상임)

대외협력홍보실

원장

청렴추진팀

KISTEP 개원 20주년

부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혁신도전프로젝트추진단
사업지원팀

IRIS 운영단

전략기획센터

부원장

표준화기획센터

임무중심형 기관종합평가 ‘우수’ 등급 획득

NTIS팀

정책기획본부

미래기술전략본부

사업조정본부

평가분석본부

재정투자분석본부

경영기획본부

과학기술정책센터

미래기술기획센터

사업조정전략센터

R&D평가센터

예비타당성조사1센터

기획예산실

인재정책센터

미래성장전략센터

투자기획조정센터

성과확산센터

예비타당성조사2센터

인재경영실

사회혁신정책센터

기술예측센터

생명기초사업센터

혁신정보분석센터

예비타당성조사3센터

재정관리실

국제협력정책센터

성장동력사업센터

제도혁신센터

R&D예산정책센터

총무전산실

지역정책팀

거대공공사업센터

기관평가팀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을 KISTEP으로 소관 변경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2020

2019

2016

2014

시설운영실

20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KISTEP)으로 확대개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 기능 강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 변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 설립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를

과학기술기획·조정·평가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전문기관으로 기능 재정립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설립
KISTEP : Think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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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987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담지원 및 기능 강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소관 변경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을 한국연구재단으로 이관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설립

(STEPI)로 개편

1993

2007

1999

2005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KISTEP

인력

예산

우리나라 연구원 558,045명*의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KISTEP 295명이 정진합니다.
*FTE 기준 446,739명 (’20)

총 인원

남

295

명

(2022.1월 기준)

직급별

여

60 : 40

국가R&D 투자 100조 원 시대*의
연구 성과·효율성 제고를 위해
KISTEP은 744억원을 소중히 사용합니다.

총 예산

74,464

* 국가R&D 93.1조 원 (’20)
정부R&D 29.8조 원 (’22)

수입

56
20
13

1

2%

임원

전문관리직Ⅱ

기타

자체수입

전문관리직Ⅰ

정부출연금
연구직

공무직

55%

205

3%

지출

학위별

43%

기타

경상운영비
학사 이하

7%

49

인건비

(16.6%)
석사

KISTEP : Think Tank
8
9

94

(31.9%)

박사

152
(51.5%)

연구직접비

49%

41%

백만 원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KISTEP

간행물 발간 실적

국내활동

2021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
개원 22주년 기념식

62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

20

권

20

권

이슈페이퍼

권

통계브리프

16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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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1 키플랫폼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안) 토론회
2021년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2021 사회문제해결 R&D 성과 기술설명회 소셜테크페어
‘SEE-KISTEP, Think 2022’ 과학기술혁신정책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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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141회 KISTEP 수요포럼
제1~8회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콜로키움

건

온라인 행사 개최
국제협력

2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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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경영

제13회 KISTEP-ISTIC STI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랑의 헌혈 운동

제1~2회 과학기술외교 포럼

진천 ‘평안의 집’, 음성 ‘꽃동네 아동복지시설’ 후원 물품 전달

제1~2회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

회

5

건

2

건

세계 속의 KISTE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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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with the world
KISTEP은 개도국 협력사업 등 국제협력을 본격 확대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과학기술 정책 노하우와 경험을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공유,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근간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들의 발전을 돕고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Taiwan
Science & Technology Policy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 National Applied
Research Laboratories

Russia
Higher School of Economics
(HSE)

Kuwait
Kuwait Institute for Scientific
Research (KISR)

Jap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ISTEP)

USA
Malaysia
Malaysian Industry-Govern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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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igh Technology (MIGHT)

Indonesia
State Ministry of Reserach
and Technology (RISTEK)

- Korean American Bio Industry Council (KABIC)
- Georgia Tech Research Corporation

개국

기관

미래로
한 걸음
내딛는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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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연구성과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정책 Think-Tank로서
국가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성과확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국가R&D
시스템 전반에 걸쳐 폭 넓고 깊이 있는 연구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 임무별 연구성과

KISTEP 연구성과

mission
1

국가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 지원

국가 과학기술예측 및 전략 수립 지원
1. 전략적 예측조사를 통한 미래사회 대응 능력 강화
■

#국가혁신체계

#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인재

■

* 미래예측 기반의 2030년 미래상 도출, 성장경로 분석 등을 통해 성장동력 정책의 비전 및 목표 설정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2차년도 연구 추진을 통해 향후 25년간(~’45년) 미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 차기 성장동력 후보분야 발굴을 위한 발굴위원회 구성(산학연 전문가 28인), 차기 성장동력 후보기술(322개)에 대한
평가 및 최종 후보분야(기술, 제품·서비스, 산업 단위) 도출

-2
 41개 미래기술*과 15개 미래혁신기술**을 도출 후 기술실현시기, 기술확산점, 기술경쟁력, 중요도,
정부대응방안 등을 분석

- ’21년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국가필수전략기술특별관 기획 및 운영
* ’21.12.22∼24 /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영상 / 판넬 제작 및 부스 기획·운영

* 디지털전환(41개), 제조·소재(34개), 인간·생명(47개), 도시재난(38개), 안보개척(37개), 에너지환경(44개)

- 민간위원 중심으로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4기)’ 구성 및 운영*

** 완전 자율 비행체, 완전 자율 주행차, 맞춤형 백신, 수소에너지, 초개인화된 인공지능, 생체칩, 복합재난 대응시스템,
양자암호통신기술,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작업로봇, 소형 원자력 배터리, 재난재해예측, 탄소중립연료, 탄소순환관측
기술,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

신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기술영향평가(매년) 수행
-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수행

■

* 제20회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개최(7.7, 대면)

- 기재부의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 개편 정책연구 추진
■

R&D 추진방안’ 수립 지원

’22년 기술수준평가 본조사(매2년) 수행


- 소부장 예타우대 검토*(5건), 소부장 기술특위(4회) 및 정책제도 실무위(5회) 운영지원
* 민관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등

-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주요국(미국, EU, 중국,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평가

KISTEP : annual report

- 후보분류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수행 후 분류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실행방안 연구
■

17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발표


- 미래 우리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이슈에 관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대응 가능한 기술 발굴
- 2022년 주제로 ‘탄소중립 시대’를 선정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기여를 위한 미래유망기술 도출
■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환경변화 탐색 및 대응방안 연구 수행


- 과학기술 관련 미래에 중요하게 등장할 이슈 등에 대한 수집·분석 및 핵심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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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타당성 평가 및 차기 개정(안) 마련


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수립


- 탄소중립 기술분류체계 마련 및 중점기술 선정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 발굴 및 R&D 전략 수립

-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20.10)의 후속 조치로 미래공급망 창출·선점을 위한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 기술수준평가 조사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수행 및 ’22년 본조사 수행 개선 방안 도출

■


성장동력
육성·전략 기획, 관리 및 운영

- 차기 성장동력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후보분야 발굴**





#과학기술외교

2. 성장동력·소재부품장비 육성 정책 및 다부처공동연구 기획

미래기술 도출 및 분석

■

#과학기술혁신정책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발굴·선정 및 사업 고도화 실행

- 상향식*·하향식** 다부처공동기획연구과제 주제 발굴
* 성장동력·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정책 구현을 위한 산·학·연 연구자 수요
** 국가 상위 정책 이행을 위해 시급추진이 요구되는 부처 수요

- 다부처 R&D 수요발굴 주제 다양화 등 수요발굴 확대, 사업·성과관리 강화*
* 다부처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 수요발굴 확대(주요 국정과제 등 핵심현안 창출 지원), 사업 및 성과관리 강화(부처 참여도
제고, 사업착수 1년 내 사업추진계획 보고 등)

KISTEP 연구성과

4대 임무별 연구성과

3.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 아젠다 발굴·제시
■

국가혁신체계 고도화 혁신의제 심화연구(과학기술혁신본부) 수행


■

- 기관 주요 활동과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과학기술 기반 국민행복 국가’ 비전 제시 및 10대 혁신의제 도출·보고(’21.8)
■


연구성과
확산·홍보

- 주요 행사 및 연구성과(보고서, 브리프 등)에 대한 언론 홍보 및 취재 지원(보도건수 총 684건)

KISTEP Think 2022, 15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발굴


- 기관 사료 및 정책·관심고객(10,000명 수준) 등 홍보 관련 주요 DB 관리

-과
 학기술혁신정책 Think Tank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20년 시범 추진 후 ’21년부터 본격적 아젠다
발굴 및 차년도 기관고유 연구기획·추진에 반영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 및 수립 지원

- 5대 핵심영역별 아젠다 후보에 대한 국민, 산·학·연 전문가 설문조사 및 자문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15개
아젠다 선정(12.9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대토론회 발표)

4. 국가혁신체계(NIS) 고도화 전략 연구
■


과학기술행정체제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1.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획·조정 지원
■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21년도 추진 실적 점검 및 ’22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원

-국
 내외 혁신 환경변화(기술패권 시대, 기후변화, 혁신생태계 활성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과학기술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수행* 및 기본계획 수립 준비**

혁신정책 총괄 기능 강화 방향 및 과제 제시
■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과 모니터링 및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 분석 등 주요 이슈 도출
** 기
 본계획 수립방향(안) 마련(~8월), 경제/사회/과기혁신 분야별 주요이슈 도출, 과학기술혁신 기반 대응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수립위원회 착수회의(12.29)


미·중
기술패권경쟁 대응 국가R&D 전략연구

-국
 가생존을 위한 과학기술주권 확립 및 지속 가능한 한·미동맹 기반 구축을 통한 미·중 기술패권 경쟁
대응방안 제시
■

■

추진과제, 15개 세부과제의 실적 점검
- 공공연구기관 R&D 혁신 추진 실적 관리 및 성과 분석*

NIS 관점에서 국가R&D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

* 국립연 현황분석(16개 기관) 및 성과분석(4개 기관) 완료



-국
 가R&D 기술사업화 연구개발단계별 핵심이슈 발굴 및 중점 개선영역 도출을 통한 기술사업화 고도화
관련 전략방안 제시

■

* ’20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안) 안건 상정(’21.5.18 운영위원회 확정)

- 조사·분석 대상 계획에 대해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도 조사 추진 및 종료예정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 NIS 정책 콜로키움 7회* 개최

-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분석(평가) 방법론 검토

* 문재인정부 과기정책 성과와 과제, 과기혁신 거버넌스, 한미 과학기술동맹 전략 등

*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기술패권 시대의 대중국 혁신 전략 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적 부합성 검토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3회, 회당 평균 19개 내외)
■

- 과기관계장관회의 및 실무조정회의, 과기자문회의 심의회 운영위원회 및 정책조정위원회, 기초연구

* 다보스 2021 의제와 과학기술의 미래, COVID-19가 바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미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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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 종합조정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및 심의·자문 기구 운영 지원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제 발굴 경로의 다양화 및 안건의 실효성 확보 지원 강화

- KISTEP 정책브리프 15편* 발간

18


과학기술기본정책과
주요 분야별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 전년도에 수립·시행한 각 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실시*

5. NIS 정책 콜로키움 운영 및 이슈페이퍼·정책브리프 발간 등

- KISTEP 이슈페이퍼 20편* 발간


국가R&D
혁신방안 이행력 제고

- 「국가R&D 혁신방안(’18)」,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 수정안(’21.1)」에 따른 3대 전략, 7개


NIS
개방성 제고 방안 연구

- NIS 개방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혁신 모델 제언 및 혁신요소 유동성 제고 개선방안 제시
■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행 관리

진흥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 지원

6. 대외협력 및 성과확산
■

유관기관 정책협력 및 원내 소통


- 과학기술정책 현안 및 이슈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관련 정책 포럼 운영 지원
■

- 기관 역량 고도화와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국가 필수전략 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안)」 및 「국가필수전략기술

※ 국립중앙도서관(2.23), 진천교육지원청(5.6), 단국대·KIRD·충남과기진흥원(10.8)등

- 기관 브랜드를 담은 굿즈 제작 및 원내 이벤트(신입직원 웰컴 패키지 등) 추진


과학기술혁신정책
현안 대응 지원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 지원
■


과학기술
연감 발간

KISTEP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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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
동향 조사·분석 등

■

지역R&D 조사·분석 통계 구축


- 지역주도 지역R&D 사업(과제단위) 및 성과 조사·분석 수행

-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 및 기술동향 조사·분석·정보 서비스
※ 동향 이슈 분석,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동향 서비스(GPS) 운영 및 정보 발신(격주 단위, 연 12회)

-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과학기술정책 정책·제도 방향 설정 등

- ’21년도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 지역주도 맞춤형 R&D 정책 추진을 위한 17개 지자체별 지방과학기술 관련 통계정보 수집 및 실태조사 수행*

S&T GPS 바로가기

* 2021년 지방과학기술연감, 2021년 지역R&D 실태조사, 2021년 지방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발간(’22.1)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기획
■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해결 종합계획(안)(’18~’22)」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이행실적 및 현장점검을 통한 컨설팅 지원
*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18개 부처·청 및 민간위원 참여, 조정관(위원장) 주재)를 구축, 연차별 시행계획, 사회문제
해결형 다부처 R&D 사업 이행점검 결과, 미세플라스틱 및 초기치매 등 주요 사회문제 이슈에 대한 관련 관계부처
대응방안 등 총 27개 안건 상정
■

4. 과학기술인재 정책 기획
■

- 「제3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16~’20)」의 ’20년도 추진실적·종합점검 추진 과 「제4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21~’25)」 수립(’20.2)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21년도 시행계획 수립
- 「제4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21~’25)」 후속 과제로 이공계 대학의 혁신과제 발굴 및 「이공계 대학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R&D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등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한 현장

혁신방안(안)」 마련

적용형 사회문제해결R&D 강화

-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핵심 기술·인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핵심인재 유지·보호 방안 마련

- 사회문제해결R&D 중 사회적 수요, 수요자 참여, 현장적용성 높은 사업의 분류 기준을 마련(국가과학

-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과학기술 성장동력 분야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이공계

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의결(’21.4.16))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 사회문제해결R&D 사업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하여 가이드라인 기반 예산 심의 지원(’21.5∼6)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정책 기획


- 디지털·비대면 분야 유망 신직업 중점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하여 BIG3 분야별 미래 신직업


「사회문제해결
플랫폼(웹사이트, SNS, 뉴스레터)*」을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정책 동향 및

도출 및 직업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주기적으로 제공
■

과학기술인재 통계기반 고도화


- 이공계 박사, 기술사 및 연구책임경력자 등 핵심 이공계인력의 고용현황, 활용실태, 경력경로 등을 매년
추적하는 「이공계 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추진*
* ’20년: 박사후 연구원(Post-Doc) 경험 및 인식
온라인 웹페이지 바로가기
■

페이스북 바로가기

뉴스레터 바로가기

’21년: 핵심 이공계인력의 현 직장 내 직무 변동·이동 및 관련 지원 등에 대한 이슈

유튜브 바로가기

- 과학기술인력 관련 수요지표 생산*, 국내·국제 신규 공급지표 발굴·선정 및 기존 지표 업데이트


사회문제해결R&D
우수성과 발굴* 및 민관협력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1회 소셜테크페어**

* 신입과학기술인력 대상 지식·스킬·창의성수준 인식조사를 통한 실태 진단 및 교육요구도 분석

개최(11.24~26)
* 사회문제해결형R&D 사업 관련 7개 전문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162개 연구성과 중 현장적용 가능성 및
문제해결 기여도 관점에서 홍보과제 33개, 협력과제 51개 성과를 발굴

■

과학기술인재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근거기반의 정책 수립·추진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인재 관련 통계·정책 정보를 지속 생산·발굴하고

** 사회문제해결R&D 성과와 기술수요자 간 교류 및 협력의 장 마련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체감 성과 강화를
목적으로 36개 성과의 기술설명회 개최 및 매칭 기업과의 후속회의 지원 추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
- 과학기술인재 정책·통계 정보의 상시모니터링 및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화된 콘텐츠 제공

3.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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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지역R&D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기획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1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등 지원
- 지방분권형 지역R&D 혁신역량 강화방안 및 지역R&D 체계 발전방향 연구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모델 기획*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방향(안)(연구개발특구위원회, ’20.7)

-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콘텐츠 고도화 등 시스템 개선 추진
■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국가과학기술인력분야 안건 자문·심의를 위한 미래인재특별위원회(3회)와 간담회(3회) 운영 지원 및
민간위원 분과위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인재정책 의제 발굴 강화
- 미래인재특별위원회 2기 민간위원 19인 위촉식 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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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외교 및 글로벌 Think-Tank 역량 강화 연구
■

과학기술외교 추진체계 구축 연구


- 범부처 과학기술외교 추진을 위한 제도·법령 개정 및 거버넌스 구축·운영방안 연구
- 범부처 과학기술외교의 체계적, 전문적 지원을 위한 (가칭)과학기술외교센터 역할 및 기능 연구
- 범부처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종합계획 수립 검토
-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성과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 과학기술외교 포럼* 및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 기획·운영
* 국내 과학기술외교 인식 제고 및 과기계-외교계 간 정보공유·네트워크 장 마련을 위해 2회(5月, 11月) 개최
** 국내 과학기술외교 전문 역량 함양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2회(5月, 10月) 운영
■

글로벌 주요이슈 대응 과학기술외교 전략 수립 및 아젠다 발굴


- 기술패권, 탄소중립 등 글로벌 주요 이슈 및 리스크 관련 과학기술외교 전략 연구
-국
 내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전략 분석, 전문가 FGI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
기술협력 아젠다 발굴
-국
 제사회 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 동참 및 기후 리더십 확보, 국내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아젠다 발굴
-E
 U 준회원국 참여 등 주요국 대상 과학기술외교 전략 기획 연구, 이탈리아/영국 등 주요 협력국* 과학
기술협력 아젠다 발굴 추진
* 이탈리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영국, 헝가리, 브라질 등 주요 협력국 대상 국제공동연구 아젠다 발굴 및 과기공동위 추진 지원

-전
 략적 과학기술 ODA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 ODA 통계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및 이집트 등 주요
협력국**에 대한 과학기술 ODA 전략 기반 연구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등 주요부처 및 유관기관 중심 TF 구성·운영을 통해 마커(Marker) 기반 ‘과학기술 ODA
통계체계’ 고도화 및 국내 공론화 방안 마련
**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등 3개국 대상 과학기술 ODA 전략 기반 연구
■

과학기술외교 동향 및 정보 분석 강화 연구


- 국내외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통계자료 및 지표 발굴 등 과학기술외교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추진
-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통계에 대한 지속성·일관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 구축 연구
■

과학기술혁신 글로벌 플랫폼 구축 연구


-개
 도국 고위 정책결정자 대상 제13회 KISTEP-ISTIC STI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최(’21.8)*를 통한
과학기술혁신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
* COVID-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훈련 플랫폼(LMS) 구축을 통해 실시간 교육·훈련 추진

-한
 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21.11) 참석·운영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주요이슈 및 연구성과 공유·논의
KISTEP : annual report

등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기
 관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포럼, 세미나, 학술대회* 등 지속적
참여·활동 추진
* US-Korea Conference (UKC) 2022, CKC 2022, EKC 2022, AKC 2022 등 참여·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과학기술정책 저널 발간을 통한 국제협력 활성화


-K
 ISTEP R&D and Beyond, Asian Research Policy 등 과학기술정책 간행물 발간을 통해 해외
정책고객과의 네트워크 강화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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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우수성과 100선
#성과평가 전담기관
#IRIS

#과학기술 통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성과확산
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

「제4차 성과평가기본계획(’21~’25)」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3. 국가R&D 관리제도 효율적 기획·운영
■

- R&D 전 주기 동안 일관된 성과평가를 위해 ‘사업전략계획서’ 수립·점검

■

- 사업수행 부처의 평가 자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평가 간소화

- 법 시행(’21.1.1)에 따라, 연구현장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①설명회, ②설명자료·매뉴얼 제작·배포,
③온라인 상시 질의응답체계 운영

- 성과평가의 효율적 추진 및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를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정보시스템’ 구축

- 「’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마련(법 제29~30조)

「국가연구개발 연구성과평가법」 전면 개정

- ①연구자 권익보호, ②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
(’21.2.22) 및 운영



- 「제4차 성과평가기본계획(’21~’25)」에 따른 ‘자율과 책임의 성과평가’의 법제화를 위한 전면개정 지원
※ 3월 발의(김영식의원입법) 후 법사위 통과 완료(11月), 본회의 의결(12月) 후 ’22.7 시행 예정

■

- ’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KISTEP : annual repor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 맞춤형 평가제도 개선방안, 기관평가 재설계 방안 연구 등 위탁연구를

- ’2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OECD 통보
■

과학기술 경쟁력‧통계 분석과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지원


기관평가
제도 개편에 따른 점검 및 제도개선 연구 실시

- 기관평가 제도 개편에 따른 기관운영평가, 기관운영계획서 및 연구사업계획서 점검, 중간컨설팅 점검 실시

- ’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통계 분석 및 안건 상정

통한 기관평가 제도개선 연구 추진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와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R-COSTII) 도출
- 국내·외 컨퍼런스, 설명회, 강연을 통한 홍보 및 정책 활용도 제고
-과
 학기술 통계백서와 주요 과학기술통계 100선 소책자 발간을 통해 객관적 증거기반 정책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 지원
- 과학기술혁신 데이터 활용 및 확산 환경 개선
-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K2Base) 업무지원 서비스 신규 구축 및 고도화

25

- 전문기관의 기획·평가 전문성과 연구행정서비스를 강화

’20년도 국가R&D 핵심 통계 생산·수집
*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3,501개 세부과제(전년대비 4.5% 증가), 집행액 23조 8,803억 원(전년대비 15.8% 증가)

24

- 기관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검토, 2021-1학기 학생인건비 지급액 조사, 학생인건비 인식조사 등 실시



- ’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발표 및 ’21년도 실시계획 안건 상정


연구
관리제도 점검 및 효율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에 따라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마련

2. 국가R&D 및 과학기술통계 생산/분석/활용·확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현장 안착 및 R&D 제도개선 추진

4. 국가R&D 성과관리·활용·확산
■


연구성과
활용 및 가치 확산 기반 마련

-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1~’25)」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및 가치 확산 기반마련의 조직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21년도 실시계획 마련
- 「대학·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수립」 지침 배포 및 기관별 계획 조사·분석 및 결과 공유

KISTEP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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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관리 전문기관·연구성과 전담기관 역할 제고 및 실태조사


■

지원서비스 대응 강화

- 「2021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분석」 실시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안)」 수립 및 제도 운용
*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지정

■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홍보



기획평가관리비
통합 등록 및 관리서비스 구축 및 시범운영을 통한 국가R&D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체계적 관리 체계 마련

- 「2021년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실시
■


지역과학기술정보서비스(RTIS)
구축 및 서비스를 통한 지역 R&D통계정보 제공 등 국가R&D 종합조정

■


국가R&D
기획·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및 기능개선

- (중장기계획·예산·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집행-성과 간의 전주기 정보 확충·서비스 및 과학기술 분야

-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및 홍보·확산

중장기계획 확대 구축, 등록서비스 운영·관리 고도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성과 발굴 및 후속지원(안) 마련
■

- (국가R&D 통합공고) 행안부 공고 연계 API 개발을 통한 R&D 공고 정보 확장성 기반 마련 및 관리자 기능

제도개선 및 성과분석


추가 및 개선을 통한 국가R&D 공고정보 관리 효율 향상

- 「R&D 성과 활용·확산 정책 자문단」 운영을 통한 성과 활용·확산 관련 제도개선 이슈 도출과 정책 제안
- 「정부R&D 등록·기탁 성과물 심층분석」 연구 수행

■


국가R&D
종합조정 지원서비스 대응 강화

- (제재정보조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제재정보 등록·관리 항목 정비 및 기능개발, 제재처분
정보공개 메뉴 구축, 이용자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제고와 통계상세분석 등 관리자 기능 고도화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 (사회문제해결 플랫폼) 이용자 중심의 기능 강화, 최신 게시물 표시 및 노출카드 순서 지정 기능 제공 등
관리자 기능 신규 구축

1. 연구자 중심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개발 구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표준화된 업무절차·서식을 기반으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계획(과기관계장관회의,’19.1)을 바탕으로 시스템별 기능 개발완료(~’21.6)

3. 고품질 데이터기반 과학기술정책 지원서비스 고도화
■

정책·기술동향정보 활용 확대

- 이용자 별(기관, 연구자 대상) 통합테스트 3차 진행(’21.6~’21.10) 및 범부처 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대상 시범사업 운영(’21.11~)
■

■

■

-국
 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부처 및 전문기관 실무자용) 및 이용자매뉴얼(연구자용) 제작
및 배포(’21.7~8)
-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서 IRIS 전체 시스템·서비스로 콜센터 운영범위 확대 및 운영계획 수립

IRIS 구축 全단계 추진 현황 공유 및 의견 수렴 후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연구자·전문기관 등 연구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환류체계 구축
- 전문기관 설명회(’21.4, ’21.6), 온라인 설문조사(’21.9), 전문기관 간담회(’21.8, ’21.10) 실시
- 신속한 연구현장 착근을 위해 IRIS 운영 및 업무 협력방안 수립
KISTEP : annual report

2. 맞춤형 국가R&D 기획·관리 통합 지원
■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 등록·관리 서비스 개발을 통한 제도 변화 적시 대응 및 사업·기관 평가 디지털


전환 기여
- 「연구개발성과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 및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사업·기관 평가체계 신규 개발
-사
 업 추진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시 입력된 정보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온라인 평가 지원을 강화하여 성과평가 제도개선 사항 반영

26
27


(SIMS,
R&D데이터신청, 분류체계 기반 R&D분석) 국가R&D 정보의 개방 대상 확대 및 데이터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가R&D 표준정보 효율성 및 개방성 제고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보를 관련 기관에게 개방·제공하여 필요 정보 활용·확산 및

정보 현행화 등 이용자 활용도 제고

- 연구자 대상 IRIS 사용법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운영계획 수립
■


(과학기술통계)
과학기술 관련 통계정보의 실시간 수집·제공 및 제공범위 확대, 통계상세분석 서비스의

마이크로 데이터 정비 및 시각화 기능 도입

본격적인 IRIS 시스템 운영(’22) 대비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고객


대응체계 기반 강화


(정책·기술동향)
국가정책연구(NKIS)연계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물 확대 수집·제공 등 고품질

■

(국가R&D 법령·매뉴얼) 국가R&D 및 과학기술 관련 법령·매뉴얼 개정 자료, 입법·행정예고 정보 확대 구축



및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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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및 예산 배분·조정 지원
1.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 지원
■

#정부R&D예산
#R&D 투자전략
#디지털 뉴딜

2. 연구개발투자 효율화 이슈분석
■

(안건화 7건, 진행중 8건)

-정
 부연구개발 예산설명회*를 범부처 합동으로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내용·계획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

* 2021년 정부R&D 예산규모 기준 상위 11개 부처 참여(수요조사 결과)

종합계획 성격

약 2만 4천 명 참여(전년 대비 15,600명 증가)

- 중장기 투자전략의 첫 법정계획으로서 체계적·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정책·기술·환경·미래 전망 등 연구
개발투자 이슈 조사·분석(’21.2~7)

「2022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


-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체계를 확정하고 수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과별 안건의 중간결과를 도출하고

-정
 부연구개발투자의 기본원칙과 주요 정책별·분야별 투자방향을 제시하여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총괄위원회 검토(’21.8~12)

방향으로 활용
- 11대 기술분야의 세부 분야별 투자방향과 효율화 방향 제시
■

■

배분·조정에 활용
-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10대 보완과제* 신규 제시

- 20개 부처 총 166개 사업 대상(신규 150개, 협업 9개, 연계사업 7개)
2022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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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 결과


- 주요연구개발 예산 23조 5,082억 원(전년 대비 4.6% 증가)을 배분·조정
- 기초·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R&D, 출연(연)·국공립(연) 주요사업비, 국방 R&D 등 26개 부처 총 1,182개 사업


R&D
기획평가관리비의 지원체계 개선

- 기존 세부사업과 내역사업 형태의 기평비 구조를 기관별·회계별(일반, 기금 등)로 통합기평비 사업으로
편성, 심의체계 개선

*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전문위

를 통해 총 2.6조 원 재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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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상사업 심층검토 및 사업설명회(5月)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예산배분·조정 검토 지원

- (연구개발투자 시스템 고도화) 부처 자체 구조조정(1조 1,649억 원) 및 혁신본부 효율화(1조 4,085억 원)

28

* 정책분야별 R&D 투자전략 수립, 첨단전략기술분야 지원, 민관 R&D 협업 확대 등



- 정부 주요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검토 및 DB화·분석 등 과기혁신본부 예산심의 지원

■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혁신방안(안)」 이행실적 점검 및 보완

- 혁신방안 이행점검과 보완과제를 도출하여 「’23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반영하고 예산

찾아가는 사업 컨설팅


- 사업의 타당성, 적합성 및 사업내용 적정성 등 예산심의 기준 대비 미비점, 보완사항 컨설팅 수행(3月~4月)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수립

-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행을 거시적 관점에서 지원하고, 부처별·기술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아우르는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KISTEP 주관으로 기획·운영하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 추진,

■


기술분야별
R&D 투자효율화 방안 수립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정책분야별 효율화 이슈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2021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온라인)」 개최


높이고 각 부처 수행사업 홍보

#정부R&D 10대 아젠다

■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 권고

- 기업부설(연)을 운영 중이거나 연구개발 기능을 보유한 39개 공공기관 대상 권고
- 공공부문의 기술역량 강화 및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연구개발투자를 유도*
* ’22년 대상기관 예상 순매출액 총합 57조 7,410억 원의 2.56%(1조 4,883억 원) 권고

KISTEP 연구성과

4대 임무별 연구성과

■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3N) 운영


■

- 수요기반 재난·안전 R&D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운영

- 소부장분야 국가연구인프라(3N)*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3N 운영위원회’를 구성(’21.5, 이후 2회 개최)

- 효율적인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발(공공우주 전문위 시범적용)

하고 총괄사무국 및 간사 역할 수행
* N-Lab 25개(대학 5, 출연(연) 20), N-Facility 11개, N-Team 15개 등 총 51개

■

- 2021년 3N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위 구성·운영 근거인 훈령* 개정(’21.5)

■


「KISTEP
수요포럼」 개최(총 12회)

-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되는 개방형 포럼으로서 KISTEP 브랜드 강화에 기여

*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3. 연구개발 투자전략 기획역량 강화연구


데이터
기반 R&D 예산배분·조정 지원체계 구축

- 과학기술분야의 현안이슈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해 정책대안을 모색
■


「기술동향
브리프」 발간

- 단기·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주요 기술·정책 분야에 대한 최신동향을 심층분석·발간(연 16회)

정부R&D 투자시스템의 전략성 진단 및 개선


- 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핵심이슈 도출에 활용하고 KISTEP 정책고객에 제공(과학기술 전문지

- 정부R&D 투자시스템을 구조·프로세스·관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략성 진단을 위한 모델개발

등에서 소개)

- 2020년 예산-결산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부R&D 투자현황 시각화 및 분석
■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정부R&D 예산편성 지원

-미
 국, 중국, 유럽(27개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동향, 정책 및 글로벌 이슈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투자방향 수립에 활용
■

기획평가관리비의 전략적 편성방안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 활동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을 심층 분석

1. 정부R&D 예산편성 지원 및 전략성 강화 기반연구
■


정부R&D
10대 아젠다 도출 및 예산편성 지원

- 각 주체별 의사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비 집행의 계획성·책임성 제고
■

<10대 아젠다>
①감염병, ②소부장, ③한국판뉴딜, ④BIG3(3대 중점산업), ⑤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R&D),

부처 간 R&D협업 체계화를 위한 정부R&D 시스템 개선


⑥인재양성, ⑦Next DNA, ⑧국민안전, ⑨우주항공, ⑩국제협력

- 부처협업 R&D 관련 이슈를 조사·정리, 주제별 그룹화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도 분석
- 이슈 그룹별 개선방안 도출 및 방안에 대한 효과성 확인
■

■

- 정부R&D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 도입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감염병 위기대응 핵심기술 도출 및 정부R&D 지원방안 수립


- 연구관리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비 제도 개선(안) 마련

- 감염병 연구분야별(진단, 치료제, 백신, 방역) 요소기술 분류체계 설계*
* 4대 분야별 특허분석, 기술혁신·국제협력 사례, 기술·산업동향석, R&D투자 분석

■

-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전주기 지원전략 제시


■



- 전략적 R&D 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정부R&D 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효과
예측모형 구축,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고도화 방안 등 연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방안

■

정부R&D 예산 분야 기본서 발간

* 연구과제 네트워크 분석, 산업연관분석, FGI 및 심층 인터뷰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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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개방형 혁신성과 확산 가능한 정책방향 제시

디지털
뉴딜 연계 국가R&D 추진전략

- 4대 대표분야별* 연구개발 기술수요 및 지원방안 도출
*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SOC 디지털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

- 디지털 뉴딜 정책추진의 효과성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R&D 지원전략 모색

국가
거대과학 R&D 전주기 투자효율성 개선

-거
 대과학 분야의 주요 이슈 분석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해 효율적 거대과학 추진방향 마련 및 투자 효율성
개선방안 제시
30
31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책자」 발간(매년)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개요, 예산 편성체계의 변천과정, ’21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을 다양하게 분석한

- 산업현장의 상생협력 쟁점을 확인·점검하고, 실질적 개방형 혁신 촉진방안 도출*

■


R&D
예산편성과정 고도화를 위한 기반연구 수행

그린뉴딜 연계 그린·화이트바이오 핵심분야 도출 및 정부 지원방향 수립

■

■


정부R&D
제도 개선(안) 마련

■


정부R&D
효율화 및 차년도 이슈 발굴을 위한 소통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 세미나) 기술, 제도 등 각계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차년도 R&D 투자 효율화 및 고도화를 위한
분야별 동향 및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향후 투자 방향 및 중점사항 도출에 참고(’21년 총 15회)
- (의견수렴 및 환류기반 마련) 산·학·연 전문가, R&D 예산정책 정책고객,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그룹의
효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차년도 이슈 발굴의 필요성 및 시급성 파악 과정의 합리성과 타당성 제고 도모

KISTEP 연구성과

4대 임무별 연구성과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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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타당성조사
#가이드라인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역량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제반 업무 수행


-합
 리적이며 객관적인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적시에 도출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
- 조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기관 홈페이지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뢰성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수립

■


예비타당성조사
위탁 이관에 따라 수행 세부지침 완전 개정·증보판 발간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론 연구 및 조사기반 구축

-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론 고도화 및 조사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수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및 수행 세부지침 개정 등 반영

-대
 상선정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와 대상선정의 연계 효율화 추진 및 부처와의
소통 강화
■

■

-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역할·기능에 대한 이해관계자* 수용도 제고를 위한 예타 교육 실시

국방 R&D 분야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연간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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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R&D 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통해 국가R&D 전부문을 포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서의

* 신규 사업을 기획하거나 R&D 사업 집행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연구관리 전문기관 담당자, 출연(연)·

KISTEP 위상 강화 노력
- 기존 KIDA 외에 KISTEP을 국방 R&D 사업 타당성조사 법정조사기관으로 신규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본 회의 통과
- 국방 연구개발사업 증가 및 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 한국국방연구원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추가하여 수행기관 이원화(동법 제14조의2 신설)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실시

대학 등 일선 연구자 대상
■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개최 등을 통한 조사 역량 강화

- 다양한 R&D사업 유형에 따른 조사방법론의 개선·고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분석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콜로키움 개최(연간 2회)
- 예비타당성조사 책임자의 최신 기술동향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술·산업동향
세미나(연간 5~6회) 등 전문가 네트워크 활동 진행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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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과제 소개

2021년도 주요 연구과제
4대 임무

국가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 지원

과제명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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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임무

과제명

책임자

2022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및 R&D 발전전략을 위한 ‘KISTEP Think 2022’ 핵심 아젠다 발굴 연구

손병호, 손석호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이슈 발굴 및 대응 전략 연구

구본진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 분석 및 정책포럼 운영

손병호, 손석호

2022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

이동기

국가혁신체계의 개방성 제고 방안 연구 : 혁신요소의 유동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정동덕

성장동력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 연구

신동평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이정재

신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별 육성 정책 및 추진과제 도출 연구

김진용

심화하는 기술패권주의 대응을 위한 국가R&D 전략 연구 : 미·중 기술패권경쟁을 중심으로

도계훈

탄소중립 국제공동연구 아젠다 발굴 연구

김진하

NIS 관점에서의 국가R&D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

황인영

2021 유네스코 후원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ISTIC)를 통한 개도국 R&D 기획·평가체계 전수

김진하

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심정민

강소특구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 고도화 전략 수립 용역

김성진

2021년 지방과학기술통계 조사

오서연

과학기술정책 운영 및 현안 대응

변순천

규제특례제도 분석을 통한 R&D 분야 법제 개선 연구

이재훈

지방과학기술사업 효율화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이충현

2021년 과학기술 분야 R&D 제도 혁신 기반 연구

최대승

차기 성장동력 발굴·선정 방법론 연구

구본진

2021년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분석

홍정석

국가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혁신의제 심화연구

이경재

2021년도 지역R&D 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김성진

도전적·혁신적 R&D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이재훈

2021년 근거기반 과학기술인력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통계·정책정보 생산 및 이슈 분석에 관한 연구

주혜정

2050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수립 연구

박노언

디지털·비대면 분야 유망 신직업 중점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유준우

2021년 과학기술혁신정책 스코어보드 개발 연구

변순천

2021년도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

홍세호

2021년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 발굴 및 인텔리전스 기능강화 연구

2021년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기획·관리·평가

국가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 지원

강영

2021년도 정부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활동 분석 연구(과학기술연감 발간)

배용국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본 기획 Ⅰ

심정민

변순천

연구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제도 운영

김홍영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R&D 지원 방식 다양성 제고 방안 연구(Ⅰ)

심정민

2021년 연구관리전문기관 체계 개선방안 연구

황병용

한국판 뉴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주도 지역R&D 혁신전략 연구

김성진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최대승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회문제해결형R&D 성과창출 방안 연구

이희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제도 재정립 및 제재 제도개선 연구

서지현

과학기술혁신정책 글로벌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연구

유나리

연구개발활동조사 심층분석

정유진

2021년 과학기술혁신 글로벌 플랫폼 구축 연구

김혜나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정책포럼 구성·운영

이도형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아젠다 및 전략 발굴 연구

김혜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

이도형

과학기술외교 및 국제협력 기반 연구

김진하

2021년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박수빈

2021년 기술영향평가

이동기

2021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이도형

2021년 기술수준평가 -기술수준평가 방법론 개선 연구-

박창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및 체계 개선방안

조성식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연구(2차년도)

박창현

2022년 정부R&D 예산 배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류영수

2021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

이상남

2022년 정부R&D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전승수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환경변화 탐색 및 대응방안 연구(II)

최문정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23~’27) 수립 연구

강현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효과성 제고 방안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검토를 중심으로

조길수

성장동력포털 기획 연구
34

책임자

허정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2021년도 주요 연구과제
4대 임무

국가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 지원

과제명

37

책임자

2021년 데이터 기반 R&D 예산배분조정 지원체계 구축 연구

2021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박석종

2021년 전략적 R&D 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2021년도 성장동력 기획관리 및 운영

신동평

정부 지역R&D의 협력유형별 추진효과 비교연구

박석종

과학기술외교 추진전략 및 체계기반 구축연구

김진하

정부R&D 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효과 예측모형 구축 연구 (Ⅱ)

손영주

2021년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 지원

정민형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윤수진

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주혜정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 지원

강영

R&D 예산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Ⅱ)

이일환
임현

김덕용, 정민우

혁신성장분야 혁신요소 도출 및 성과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전략 연구

이주희

과학기술인력 통계 조사·분석

주혜정

기후변화 적응 공공 R&D 유망분야 도출 연구

성민규

범부처 사회문제해결 기반구축

이희권

2022년도 정부R&D 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

박소희

2021년 국가연구개발 자체·상위평가

오현환

임현

2021년 국가R&D 사업 사전분석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이태근

2021년 과학기술통계 분석과 통계백서 발간

김용희

2020년 하반기 국방 R&D 분야 사업타당성조사 위탁연구용역

이태근

202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김한울

2021년 상반기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한 위탁연구용역

이태근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이현익

2021년 상반기(21-3차) 국방 R&D 분야 사업타당성조사 위탁연구용역

이태근

2021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연구

김선경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

이장재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이현익

(가칭)충청남도 국제탄소중립연구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이흥권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의 새로운 접근법 탐색 연구

김이경

전남 과학기술전문기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연구

오세홍

R&I(연구혁신) 정책 및 연구성과물 데이터 생태계 구축방안 연구

이윤빈

정부R&D 등록·기탁 성과물 심층분석 연구

김홍영

“공공기술개발” 유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방법 및 성과지표 개선 연구 : 중간평가와 표준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기지훈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연구

김용희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현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R&D부문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임현

2021년 기술혁신 아젠다 발굴 및 R&D 투자전략 수립 연구

류영수

2021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전승수

2021년 개방형 포럼 방식을 활용한 과학기술 이슈 연구

류영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도출 및 정부R&D 지원방안 수립 연구

홍미영, 김주원

국가연구
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데이터 연계 및 비식별 방안을 통한 연구혁신 데이터 확산 활용 방안 연구
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2021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운영지원

한혁
오현환
김남희, 김준희

부처 간 R&D 협업 체계화를 위한 정부R&D 시스템 개선 연구

강현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구명회

디지털 뉴딜 연계 국가R&D 추진전략 연구

진영현

연구지원 체계평가 운영에 관한 연구

황병용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부R&D 지원 방안

진영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기획 및 운영

박일주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관평가

김이경

정부R&D 투자시스템의 전략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전승수, 김승균

국가 거대과학 R&D 전주기 투자효율성 개선연구

여준석

국가R&D 기획·관리 지원서비스 구축

정정규

그린뉴딜 연계 그린바이오·화이트바이오 핵심분야 도출 및 정부R&D 지원방향 수립 연구

박지현

정부R&D 연구지원통합시스템 개발 및 구축 (1단계)

신문봉

정부R&D 사업 기획평가관리비의 전략적 편성 방안 연구

김주희

OECD 과학기술지표작업반(NESTI) 활동 참여 및 조사.분석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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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이미화

2021년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 지원

4대 임무

2021년도 다부처공동기획 활성화 기반 연구

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사업 기획·관리·평가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책임자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2022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및 R&D발전전략을 위한
‘KISTEP Think 2022’ 핵심 아젠다 발굴 연구

■

본 과제의 연구결과는‘KISTEP Think 2022, 과학기술혁신정책 대토론회(’21.12.9)’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발표되어 머니투데이, 디지털타임즈, 헤럴드경제, 이뉴스 투데이,
아이뉴스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등 변화에 발맞추어 시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의 시의

▶ 

적절한 제시 등 KISTEP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연구책임자 손병호, 손석호
연구목표



WHY

■

기후변화·감염병 대응 요구 증대, 기술패권 경쟁 심화,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등 우리를 둘러싼 혁신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아젠다를

과제를 통해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특히, KISTEP은 과학기술혁신정책분야의 국가 Think Tank로서 미래변화 탐색과 분석,

▶ 

대응방안 제시라는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고자 기획한 연구주제이기도 합니다.

연구내용

HOW



■

요인을 통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키워드 분석(언어네트워크,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이슈 발굴) 경제, 산업, 사회문화, 국제정세 등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미치는 다양한 변화



토픽모델링, 워드클라우드 등) 추진하였습니다.
■

(후보 아젠다 발굴) 환경변화에 따른 이슈를 분석하고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이



(그림2) 15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언론보도 현황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실행이 필요한 내용은 정책과제로 제안
하였습니다.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설계 및 적용 복잡성 증대, 연관 분야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

KISTEP InI에도 소개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KISTEP 정책고객들에게

아젠다 발굴 참여 범위를 확대(외부 자문회의 구성·운영, 전문가 의견수렴, KISTEP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부서 수요 조사 등)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핵심아젠다 선정) 제안된 정책 아젠다를 후보군으로 하여 2022년 파급효과와



시급성이 높은 아젠다 선정을 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전문가 합의 과정(자문위원회 및
KISTEP 내부 전문가 토론 등)을 별도로 진행하여 합리성을 확보했습니다.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최근의 국내외 환경변화와 이슈를 고려하여 2022년 주목해야 할 15대 과학기술 혁신정책



아젠다를 발굴하여 발표했습니다.

또한, 15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주요 내용은 2022년 제1호 KISTEP 이슈페이퍼와,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과학기술뿐 아니라 경제·산업·사회 전반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혁신정책 아젠다를 선정하는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며 방대한 지식, 정보를
다뤄야 합니다. 따라서 선정된 아젠다에 포함된 추진과제의 내용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적 효과를 달성해야 할 것인지 세부 전략을 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KISTEP에서는 제안된 15대 아젠다를 바탕으로 기관고유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요사업 기획에 반영하여 심층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얻으셨나요?
KISTEP : annual report

1

2

팍스 테크니카시대
글로벌 과학기술리더십 확보

3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경제 강국 도약

1

기술패권시대 국가생존을 위한 과학기술주권 확립

4

사회·지역 격차해소를 위한 포용적 과학기술 혁신

7

인공지능(AI)혁명을 촉진하는 세계 Top 3 디지털기술 경쟁력 확보

2

저탄소 미래사회 전환을 위한 탄소증립 기술혁신 리더십 확보

5

사회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항(Mission-oriented) R&D 혁신

8

디지털 대혁신을 통한 융합신산업 육성

3

차세대 소재·부품·장비 기술 확보 및 가치사슬 혁신

6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분야 지속성장 추진

9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고도화

국가R&D 100조 시대
혁신시스템고도화

4

5

인구 감소시대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체계 혁신

10

민간혁신 수요를 견인하는 정부·공공부문 역할과 지원체계 강화

13

전략적 고급인력 양성·활용과 글로벌 혁신인재 유입 촉진

11

R&D 예산 30조 시대, 자율과 책임의 국가R&D 투자·평가 시스템 혁신

14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지원 확대

12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시스템 활성화

15

직무·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전환(up&reskill)교육 활성화

(그림1) 15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38
39

KISTEP Think 2022 15대 핵심아젠다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길라잡이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 이와 더불어 기술지주회사 운영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

국가혁신체계의 개방성 제고 방안

합니다.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연구책임자 정동덕


■ 혁신주체

간 협업·협력 활성화 등 국가혁신체계의 개방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연구목표



WHY


■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주체간 인적·기술적 혁신요소의 개방성 제고를 위해

이슈분석 및 이슈별 우선순위 설정, 개선방안 등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과제를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지식생산과 응용, 결과의 확산, 상호협력 방식 등의 변화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 

대한 대응 방향을 정립하고, 인적·기술적 혁신 요소의 유동성·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등

싶으셨나요?

실태 분석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이슈 분석을 통해, 유동성·개방성 제고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연구내용

HOW



■

어떤 과정을 통해


최적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표준 모델을 제언했습니다

개방성과 산업 네트워크별 연결강도를 기준으로 산업별 혁신 적합성을 판단하고,

▶ 

그룹별로 최적의 개방형 혁신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개방형
혁신을 위한 자본·기술·인력 등 혁신요소의 개방성 수준을 진단했습니다.

관련 정책, 통계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혁신요소의 개방성 현황과 한계를 진단했습니다.

▶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


혁신요소의
개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했습니다.

■


혁신요소의
개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기업멤버십기반 산학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합니다.

▶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개방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현장과 수요자간의 장기적인 협력파트너십 구축과
기업이 주도하는 수요지향적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이 요구됩니다.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R&D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 일본에서 시행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처럼 개선하는 등 R&D 조세지원제도의 간소화 및
실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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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의 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하여, 대기업도 25%(중소·중견기업 50%)
과세특례 비율을 적용하고,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2배)하는 등 대·중견기업의 개방성 혁신을 유도해야 합니다.
-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 ICT 및 융복합산업분야도 공동·위탁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분야는 높은 수준(20~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Emerging
기술, 융복합 기술 등 판단이 어려운 분야는 우선 심사위원회가 인정하고 추후 인정
기준을 만드는 ‘융·복합 R&D 조세 샌드박스’ 제도를 마련·운영해야 합니다.
기술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투자유치 등 사업화 활동을 촉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 

40
41

개방형 혁신은
최적의 산학연 협력전략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과학기술행정체계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과제

- BH 과학기술혁신 수석비서관(신설)
과학기술혁신정책 리더십
- 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가칭)혁신회의로 위상 강화
및 총괄체계 구축
-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연구책임자 이정재
기대효과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과학기술행정체계를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총 연구개발비 100조 원(정부연구개발비 30조 원), 기술패권, 디지털 전환

▶ 

등 새로운 시대를 견인할 과학기술행정체계 발전방안을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 (과학기술행정체계

세부 내용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

- (가칭)혁신회의 중심의 총괄 기획 체계 구축
- 총괄 기획·조정과 예산 연계성 확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
조직 전문화

-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담조직으로 위상 강화
- 미래전략 수립 및 정책조정 전문성 강화
-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기능 확대, 데이터 분석 고도화


■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주요 정책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차기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방안 수립과정에 주요 기초자료는 물론, 과학기술

▶ 

정책의 씽크탱크(Think-Tank)로써 기관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일조하길 기대합니다.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변화 이력 분석) 1999년 국과위 출범 이후 시대별·정권별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진화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과학기술행정체계 변화를 둘러싼 환경적 특징, 추동 요인 등을 알아보고, 각 과학기술

▶ 

행정체계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 (주요국
동향) 미국(바이든 행정부 출범), 일본(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영국(브렉시트) 등

최근

변화가 큰 주요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행정체계 관련 현황 및 특징을 분석 하였습니다.

■ (현황

진단 및 정책 제언) 과학기술혁신정책 상위(의사결정)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우리의 과학기술행정체계 현황 진단 및 관련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과학기술행정체계 관련 주요 환경변화 및 의미 분석, 주요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 

행정체계 현황 진단, 앞으로의 우리의 과학기술행정체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아래와

같이 앞으로 과학기술행정체계 개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발전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발전방향:

총괄 기능 강화 + 부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총괄 기능 강화) 과거와 달리 현재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는 단일 부처의 영역을 넘어

▶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개별 부처가 해당 이슈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
KISTEP : annual report

(부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총괄 기능은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 이슈 및 범부처 이슈에

▶ 

초점, 개별 이슈는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대응

■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3대 과제

(과제1)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능의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 중심의

▶ 

과학기술혁신 정책 리더십 확보 및 관련 총괄 체계 구축
(과제2)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능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과

▶ 

예산의 연계 확대 등 기능 확대
(과제3) 총괄 기획·조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부처 협력 거버넌스 조성을 위한

▶ 

42
43

대전환 시대의 과학기술행정체계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

변화와 혁신의 시작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심화하는 기술패권주의 대응을 위한
국가R&D 전략 연구
연구책임자 도계훈
(그림1) 2021년 제6회 NIS 정책 콜로키움 자료집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연구내용

기술패권 경쟁의 확산은 우리나라 미래 신산업 창출의 기회를 박탈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국가R&D 전략을 강화하여 기술자립도를 높일 수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기대효과



TO BE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수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를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했는데 향후

기술수준이 낮아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미래 기술패권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다양한 산업을 분석한다면 정책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차원에서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있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 

HOW




■ 글로벌

(그림2) 2021-15호 KISTEP 정책브리프


■ (이슈

발굴 및 동향조사) 산·학·연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STI 전략포럼을

개최하여 미·중 기술패권 경쟁 관련 주요국 동향을 논의하고, 과학기술혁신 차원에서
논의할 핵심 이슈를 발굴했습니다.

■ (특허경쟁력

및 밸류체인 분석)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분야이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주요 대상기술의 하나인 반도체 분야의 특허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주요국
현황과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통계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국들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분석했습니다.

■ (강·약점

진단) 포럼 위원 외 별도의 전문가들과 SWOT 분석을 통해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강점 및 약점을 진단하여 대응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정책과제

도출) 2021년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이행, 지속 가능한 한·미 과학기술동맹 기반 구축,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주권 확립 측면에서 정책과제 도출하여 제시했습니다.

■ (연구성과

확산) 2021년 11월 11일 NIS 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산·학·연 전문가들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연구성과의 확산을 도모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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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KISTEP 정책브리프를 발간·배포하여 시의성 있게 연구
성과도 공유했습니다.

국가경쟁력은
기술주권 확보

에서 비롯된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NIS 관점에서의
국가R&D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
연구책임자 황인영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

(그림1)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국내학술논문 키워드 네트워크

기존 기술사업화 연구들은 주로 기술공급자(행위자) 관점에서 수행되어 전략방향



(그림2)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국내학술논문 상위 30개 키워드 네트워크

도출에 한계를 지닌 바, 본 연구는 국가혁신체계(NIS) 관점에서 국가R&D 기술사업화

■ 제4회

현황을 진단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며 성과 촉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정책 콜로키움 「국가R&D 기술사업화 고도화 방안」 개최를 통해 산학연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정책대안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양한 혁신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기술사업화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구조, 행위자,

▶ 

상호작용 등 다각적 관점의 분석을 통해 국가R&D 기술사업화 성과 촉진에 기여 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량적·정성적 분석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통해 분석방법론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 

하였습니다.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본

연구는 NIS의 핵심 구성요소를 ①구조, ②행위자, ③상호작용 으로 정의 후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구조)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퍼지셋분석을 통해 기술사업화의 구조적 영향요인을

▶ 

분석했습니다.
(행위자) 수요자 설문조사를 통한 IPA 및 문헌연구 기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 

수요자 관점 기술사업화 핵심 영향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상호작용) 행위자기반모델링을 통해 기술사업화 정책조합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최적

▶ 

(그림3) 2021 제4회 NIS 콜로키움 「국가R&D 기술사업화 고도화 방안」

의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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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

관점의 접근을 통해 기존의 공급자 중심 단편적 진단을 넘어 기술사업화 관련

혁신생태계의 복잡성을 반영한 다차원적 현황 진단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구조) 기존에 간과되던 거시적 구조 접근을 통해 지식흡수 기반 마련 및 혁신조달체계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고도화가 기술사업화 성과 촉진과 연결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 

(행위자) 수요자 관점에서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 관련 연구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 

하며, 특히 중소기업 및 공공기술이전 비경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작용) 기술거래시장에서의 정보개방성 강화를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 관련

▶ 

효율적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KISTEP

이슈페이퍼, 정책브리프, InI 발간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을 추진했습니다.


■ 수요자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술사업화는

관점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시장 고도화 전략방안 마련을 위한 심화 연구가 필요

하며, NIS 관점의 논의를 지속·발전시켜 향후 한국형 기술사업화 이론모형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퍼지셋 분석 결과 국가 그룹별 혁신패턴이 상이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개념

▶ 

모형 구축을 위한 심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NIS 관점의 접근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차원의 정량적 접근

▶ 

프로세스를 통해 향후 NIS 분석 실무 시 참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 2021년

지역R&D 실태조사는 공동 R&D 사업정보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

지역별 공동연구협력 규모와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 밀집도와 같은 구조적 특성을

2021년 지방과학기술통계 조사

비교분석하여 지역별 혁신네트워크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
습니다.

연구책임자 오서연

연구목표



WHY

■ 지방과학기술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향후 지역혁신정책의 연구와 수립에 활용하도록 매년 지방과학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연감을 발간하는 조사연구과제입니다.

싶으셨나요?

대분류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성과

인구현황

· 인구수
· 전국대비 비율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산업현황

· 지역내 총생산 및 산업구조
· 특화제조업

· 지자체 중점전략분야
· 산업단지 및 벤처기업 현황

투입지표

· 과학기술자원
· 조직체계

· 과학기술 투자

과학기술
하부구조

· 연구개발조직 현황
· 주요 R&D 거점 현황

· 대학
· 과학문화 거점 현황

· 특허 출원

· 특허 등록

· 논문수 및 점유율
· 1인당 피인용수

· 피인용수

논문 현황

지역차원의 R&D 정책에 대한 흥미로운 이슈를 선정, 구축한 통계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심층분석을 하는 지역R&D 실태조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도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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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역 혁신클러스터 운영현황 실태조사

2018

재원별 지역R&D 사업 투자 유형분석 및 유형별 투자전략

2019

지역R&D 투자현황 및 특허성과 분석(첨단소재분야를 중심으로)

2020

지역 산업·혁신역량 수준에 따른 스마트전문화(S3) 적용방안

2021

지역별 공동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조분석(공동R&D사업을 중심으로)
(표2) 최근 5년 지역R&D 실태조사 보고서 선정 이슈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48

선정 이슈


■ (정책

만족도 조사와 통계정보 연계성 강화) 17개 지역별 기초통계와 더불어 지역별

연구관리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 지방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여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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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00
600

2
1.5

link평균:478

1

node 평균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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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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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남

대구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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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주

link

경북

경남

강원

울산

인천

제주

세종

0

평균경로

(그림) 17개 광역시·도별 혁신 네트워크 규모적 특성(2019)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2021

지방과학기술통계 조사를 통해 연간 단위의 지역R&D 실태 및 지방 과학기술·산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2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해당 정보는 지방과학기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지역별

과학기술관련 조사지표 개선)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력하여 신규지표로 ‘과학문화 거점센터’ 현황정보를

(표1) 지방과학기술연감 분석 대상 지표 목록

■ 동시에

4.5

평균 : 3.858

소분류

특허

1,800

400

중분류

지역
산업현황

5

1,600

산업 현황 및 지역R&D 투자, 역량 및 성과에 대한 통계정보를

과제를 통해

2,000

추가하였습니다.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 지역별

최신 통계정보의 시기적절한 확보 및 업데이트를 위하여 정보수집을 위한 협력

체계를 보다 체계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관점의 통계정보분석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추진 관점에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보다 차기 지역혁신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심화분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방과학기술통계는
지역혁신정책의 밑거름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2021년 과학기술혁신정책 스코어보드 개발 연구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과학기술

기본계획,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등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획 시 기초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인력,

지역, 민간혁신, 산·학·연 협력 등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4대 부문별

스코어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4대 부문별 국내·외 공급지표 데이터에 대하여 생산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최신화

▶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4대 부문별 정책수요에 기반한 신규 수요지표를 설계하고 생산하였습니다.

▶ 

연구책임자 변순천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 및 부문별 이슈를 선정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 

구분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 과학기술인력,

지역, 민간혁신, 산·학·연 협력 등 과학기술정책기획 관련 고급 분석자료를

과학기술인력

산출하고 제공하여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

싶으셨나요?

국가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
-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부문별 상위계획 수립 지원

지역과학기술산업

·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추진체계 및 분석 개선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인식조사(지역이해관계자 대상)

민간기술혁신

· 주요국의 연구개발지원제도 현황 및 시사점: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 산·학·연 협력 공동 R&D 과제 기술이전 성과 요인 분석: 기업과 기술의 특성을 고려

- 부문별 신규사업 발굴, 부문별 이슈 또는 현안 선점 및 효과적인 대응

(표) 영역별 심층분석 이슈 리스트
기본방향

●

과학기술지표(공급/수요)를 활용한 증거기반의 현황 진단

●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대안(alternatives) 제시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추진전략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영역별

부문별 특성을

국내·외 공급지표

부문별 이슈 도출

고려한 지표체계 구축

수집 및 수요지표 설계·생산

및 심층 분석

부문별 매년 생산되는 지표의 최신화 및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급격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과학기술정책 부문별 정책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시의성 있는 정책이슈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과학기술지표로 진단 및 평가하여

향후 정책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써 과학기술정책 선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N: 22,658, 단위: 점 (100점 만점)

연계하고, 일부 지표는 자체 생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이슈에 대해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인력)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급지표의 최신화와 함께 신규지표를

▶ 

(그림) 과학기술인력(HRST) 부문 결과
(스킬항목별 현재 보유수준-미래 중요도수준 격차)

KISTEP : annual report

개발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지역과학기술산업) 전년도에 도입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평가체계의 오류를

▶ 

보정하였으며, 관계기관을 통한 국내·외 지역혁신 기초데이터 수집 및 자체 분석과
지역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민간혁신) 지표 최신화를 통해 해외 주요국 중 한국이 차지하는 순위를 파악하고,

▶ 

열위 영역에 대한 심층분석과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 NTIS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료 성과와 과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 

성과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재무데이터, 특허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업 관점의 주요
독립변수 설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51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 각

특성에 따라 국내·외 공급지표와 수요지표를 도출하여 기존 지표생산기관과

발굴하고, 신입과학기술인력의 디지털전환 및 디지털 스킬 수준에 대한 인식과 역량

50

심층분석 이슈
· 신입과학기술인력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스킬 항목별 수준 인식 현황
· 신입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스킬, 디지털스킬 교육요구 분석

증거기반의 과학기술혁신정책기획은
가장 과기인 다운 방법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2021년 과학기술혁신 글로벌 플랫폼 구축 연구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글로벌

플랫폼) 제16회 한·중·일 과기정책세미나 참여를 통해 한·중·일 과기정책기관

과의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였습니다.
한국(KISTEP, STEPI), 중국(CASTED, CASISD), 일본(NISTEP) 등 5개 유관기관이

▶ 

과학기술혁신 주요 이슈 및 연구성과 등에 대해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사우디, 캐나다, 말레이시아, 체코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 

구축하고 과학기술혁신 정책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교육·훈련

연구책임자 김혜나

프로그램) 제13회 KISTEP-ISTIC STI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총

15개국 19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전문 지식 및 경험을
전수하였습니다.

연구목표



WHY


■ 과학기술혁신

과제를 통해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 

싶으셨나요?

금년 프로그램은 COVID-19에 대응하여 온라인 교육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 

Think Tank로서 KISTEP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개최하였으며 참가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현황 공유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세션을
운영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책 분야 주요 현안 및 혁신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 (성과홍보)

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KISTEP의 연구성과 및 주요 활동을 홍보하여 KISTEP의 국제 경쟁력 및

신인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개도국 대상 과학기술혁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의 발전

▶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주요 과학기술통계 100선을

경험 및 전문 지식, 그리고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을 전수하고자 했습니다.

▶ 

영문화하여 해외 정책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KISTEP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

KISTEP의 주요 연구성과 및 활동 홍보를 통해 해외 유관기관 및 정책고객과의 소통

▶ 

하였습니다.

채널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KISTEP 영문 리플릿 신규 제작, 영문 홈페이지 관리, SNS 계정 운영, 영문 뉴스레터

▶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글로벌

기획 등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 및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소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플랫폼) 글로벌 선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아젠다를

발굴하였습니다.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주요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 

구축하고 미국 국토안보부, 사우디 KACST, 체코 연구혁신센터 등 신규 해외 협력기관을
발굴하였습니다.
국제 포럼,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 글로벌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과학기술

▶ 

국제협력 아젠다를 발굴하였습니다.

■ (교육·훈련

프로그램) KISTEP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도국 대상 과학기술혁신 교육·훈련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 해외

과학기술혁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아젠다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도국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과학기술혁신 전문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UNESCO 산하 과학기술혁신센터(ISTIC)와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고위

▶ 

공무원 및 과학기술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KISTEP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예측,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R&D 예산배분·조정,

▶ 

R&D 사업 평가 등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축하여
KISTEP : annual report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 (성과홍보)

해외 유관기관 및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KISTEP의 주요 성과 및 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KISTEP 기관 영문 홍보자료 및 영문 보고서 제작을 통해 국제사회에 KISTEP의 주요

▶ 

연구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KISTEP 영문 홈페이지 및 SNS 계정 운영, 영문 뉴스레터 기획을 통해 KISTEP의

▶ 

주요 소식 및 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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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기대효과

2021년 기술영향평가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연구책임자 이동기

연구목표



WHY


■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사전평가를 통하여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선제적인 정책적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여 기술개발 및 정책수립
초기부터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평가대상기술

선정 및 사전 분석) 평가대상기술을 선정하고 대상기술의 정의와 범위

확정, 평가 방향 및 이슈 등을 사전에 도출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특히 거시적·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를 파악하고 공익 관점에서의 과학기술

▶ 

▶ 

싶으셨나요?

HOW

중장기계획 수립 등에 기초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통해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의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여 과학기술 정책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과제를 통해

연구내용


■ 기술영향평가를


■ (전문가

평가) 평가주제에 대해 분야별 기술전문가, 인문·사회과학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시민의견

(그림1) 2021년 기술영향평가 단행본

(그림2) 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수렴) 시민포럼 운영 및 인터넷 게시판 의견수렴 등으로 시민 관점의

권고사항을 함께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 패널 간 의견

▶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 (공개토론회)

평가결과(안)을 발표하고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아울러

공개토론회 주요 내용은 SNS(KISTEP Youtube) 및 TV(YTN Science)를 통해

공유하였으며,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단행본과 전자책을 발간하는 등 평가 결과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연구성과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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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시민포럼, 인터넷 의견수렴 및 공개토론회의 대국민 의견을 토대로


■ 경제·사회·문화·특성평가·윤리·법률·환경

분야별 파급효과를 구체적·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했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 결과 보고를 완료하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향후 소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 

기술영향평가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가교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연구(2차년도)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예측조사의 결과물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의 국내외 홍보를 위해 미래기술 실현 시의 미래상을

▶ 

시나리오 및 일러스트로 제작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영문화 자료 게시, 국내외 학회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언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책임자 박창현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과학기술예측조사는

과학기술기본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여,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과학기술을 예측하여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향후 25년 내(~’45년) 미래사회 전망을 통해

▶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기술을 예측·분석하였습니다.

■ 미래사회의

수요 해결을 위한 기술(Demand Pull)과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등장할

미래기술(Technology Push)의 통합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 후보군을 도출 하였습니다.

■ 미래유망기술

후보군을 바탕으로 미래기술 241개를 확정하였고, 기술별 전문가 대상

2-라운드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미래기술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혁신기술 15개를 도출하여 2-라운드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미래혁신기술의

▶ 

기술확산점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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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 또한,

미래사회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와 과학기술 발전 전망을 반영한 미래기술 도출로

미래 대응력이 강화된 과학기술 기획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림)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연구보고서

과학기술예측조사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나침반

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2021년 기술수준평가
기술수준평가 방법론 개선 연구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 한

나라의 과학기술의 기술수준평가는 논문·특허 등의 정량적 분석 외에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인프라, 연구성과물 등 다양한 요인들에 기반하여 평가 되어야 하므로
정량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연구책임자 박창현

연구목표

WHY



■

과제를 통해

기 추진된 기술수준평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될 기술수준평가의 신뢰도 및

▶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연구내용

HOW




2022년
수행될 기술수준평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


기술수준평가
시에 전문가 중심의 델파이 설문조사의 효용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델파이 설문문항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 및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델파이 조사 절차

어떤 과정을 통해

▶ 

관련 기초자료 제공, 델파이 정성평가 1차 및 2차, 운영위 회의 등의 절차에 대한 추가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수정 및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기술수준평가
시에 논문·특허 등 정량지표를 활용한 평가 방법론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논문·특허 분석에 활용한 지표의 적절성 및 신규 지표 추가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델파이

▶ 

설문 참여 위원들에게 제공한 논문·특허 분석 결과와 델파이 설문 결과와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성과

WHAT



■


기술수준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델파이 설문조사 방식 및 논문·특허 등의 정량적 분석을 고도화함으로써 평가의

과제를 통해

▶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기술수준평가 방식 및 평가결과 제시 방법론 개선을 통해 평가의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신뢰도·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또한,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보다 개선된 평가체제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 후

▶ 

차기년도 기술수준평가 본조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ISTEP : annual report

원문보기

기술수준평가는
(그림) 2021년 기술수준평가 방법론 개선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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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략 수립을 위한 첫 걸음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이슈 발굴 및 대응 전략 연구

연구성과



WHAT


■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필요 영역 제시와 함께 실행 가능성이 확보되는 정책 수립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였습니다.

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하여 정책 범주를 명확히하였고, 관련 기초 자료를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확보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 관련 미래사회 위험이슈에 대한 사회적·기술적 논의를 종합하고, 정량분석을

▶ 

통하여 위험이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추상적 대원칙 선언 수준을 넘어 실행 가능성이 확보되는 정책 수립 방향과 수단을

▶ 

연구책임자 구본진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

제안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양면성을 구체화하고,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 

자칫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 경제 시스템 진화, 단순노동 대체, 의사결정의 신속성·객관성 증대,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운영 효율성 증대 등
-(부정적 영향) 개인정보 오남용, 보안 위험, 시스템 신뢰도 저하, 지속가능성 저하,
경제적 격차 확대, 사회 갈등 증대, 윤리 문제 야기 등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디지털
전환 관련 미래사회 위험이슈의 구체화 수준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역기능과 관련한 대규모의 언론기사들을 수집 및 정량분석하여

▶ 

디지털 전환의 세부 위험이슈들을 구체화하였기에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세부
위험이슈들을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석 데이터가 언론기사에 한정되어 있기에 현시점의 세부사항들은 확인할 수

▶ 

있었으나 예측 기반의 현존하지 않는 세부 위험이슈들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된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연구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

▶ 

정부는 국가 경쟁력 및 기술 패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 

관련 미래사회 위험이슈를 도출하여 정책 대응 필요영역을 구체화하고 싶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더딘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미래사회 위험이슈를 구체화하였고,

관련 인식조사와 함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헌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개념 정리와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 

관련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Embedded Topic Modeling)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 

국내외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이슈들을 규명하였습니다.
국내 기업에 재직 중인 성인들(1,8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디지털 전환에

▶ 

대한 종합적인 인식수준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국내 및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역기능 정책에 대한 법리학적 검토와 함께 규제수준별

▶ 

정책수단을 제시하였습니다.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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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 수단 1: 전문가 윤리적 접근
정책 수단 2: 인증체계 구축
정책 수단 3: 개인적 권리 설정
정책 수단 4: 직접적인 행정 규제 설정
(표) 규제 강도에 따른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단

규제 강도
낮음
▲
▼
높음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은
꼭 필요한 예언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 (미래유망기술

2022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

심층분석) 10대 유망기술별 기술 개요(기술명, 정의, 범위), 국내외 동향,

2030 미래 전망, 다른 미래유망기술과의 관계 등 심층분석을 수행했습니다.

■ 아울러

홍보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KISTEP Youtube 채널에 게시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기여할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제목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
했습니다.

연구책임자 이동기

연구목표

WHY




■ 미래유망기술의

선정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과학기술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제를 통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가속화되면서 사회변화, 산업구조 재편 등이 진행되는 등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 

10대 미래유망기술

기술 설명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기술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기체에서 CO2를 포집하고 연료·기초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

바이오 기반 원료·제품 생산 기술

석유계 기초/응용 원료·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유래 기초/응용 원료·플라
스틱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

탄소저감형 고로-전로 공정기술

고로에서 환원에 필요한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는 기술과 전로에서 스크랩
사용 확대를 통한 원료(쇳물) 사용을 줄임으로써 CO2 배출을 줄이는 기술

고용량·장수명 이차전지 기술

전기차 및 ESS(Energy Storage System)에 활용되는 리튬이온전지,
이차전지 관리, 모듈/팩/시스템 등을 포함한 이차전지 기술

청정수소 생산 기술

천연가스, 납사, LPG로부터 CO2를 포집하는 기술이 접목된 수소 생산
또는 재생전력이나 기존 전원을 이용한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

암모니아 발전기술

청정연료(수소, 암모니아) 활용 무탄소발전 및 암모니아 단계적 혼소 확대
전환 기술

전력망 계통연계 시스템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EV충전인프라 증가 등으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성
해소와 전력품질 확보, 분산에너지 변환효율 향상 및 계통 연계기준 고도화
기술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한계효율 극복을 위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이종접합 태양전지 등 차세대
태양전지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

싶으셨나요?

속에서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성장을 위해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독자적인 유망(emerging)기술을 선점하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라 5~10년 후 한국 사회에 커다란 변혁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별 심층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초대형 해상풍력 시스템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연구내용

HOW




■ 미래사회에

하고 우선순위를 평가했습니다.

■ 선정된

■

미래 이슈에 큰 영향력을 가진 미래유망 후보기술군을 발굴하고 미래 이슈와의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KISTEP : annual report


■ (미래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은 타 기술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유망기술의 조속한 실현과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인프라 확보

▶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국내

연구자에게는 기술개발 및 사업기획 시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로, 국민에게는 미래

이슈 선정) 국내외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5개 미래 이슈 후보군*을

발굴하고, 미래 예측 전문가 및 KISTEP 정책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탄소중립 시대’를 미래 이슈로 확정했습니다.
* 거대 도시화, 고령화 사회, 우주 산업 시대, 탄소중립 시대, 플랫폼 경제

■ (미래유망

후보기술군 발굴) 미래 이슈 관련 유망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2021년 8월

발표된 ‘탄소중립 중점기술(안)’의 기술분류체계에서 사회적 보급 시작 시점(~’30)을
기준으로 후보기술을 도출했습니다.
선정) 후보기술별 미래 예측 전문가 논의, 전문가 서면 평가 등을 종합하여

최종 10대 유망기술(표)을 선정했습니다.
63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2022년

사회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미래유망기술

62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마지막으로
10대 미래유망기술별 심층분석을 수행했습니다.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TO BE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국내 및 주요국의 정책, 기술,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적 난제와 정책 제언을 제시

WHAT

기대효과

부합성을 평가해 최종 10개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 

과제를 통해

(표) 2022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중요하게 등장할 기술적 혹은 사회·경제적 이슈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희토류 회수를 위한 수거·분리·선별 기술 및 회수 기술

국내외 미래유망기술 관련 동향, 미래예측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미래 이슈 후보를 발굴

어떤 과정을 통해

연구성과

유용자원(희토류) 회수 기술

해상풍력 시스템을 초대형화하여 해상에 설치 및 운영하는 기술

미래유망기술은
미래 우리 사회의 청사진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 1개

개별사업(新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2개 분야(국제협력,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특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 ’19~’20년

종료된 14개 부처 69개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와 ’15~’16년 종료된 11개

부처 23개 사업의 사업 종료 후 발생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시행했습니다.

■ 분기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라 연 4회, 55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기술성 평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3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 오현환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연구목표



WHY


■ 성과평가

정책 수립·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기술성

평가) 세 가지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과제를 통해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이하 제4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 

이행을 위해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이하 ’22년도 실시계획)을

싶으셨나요?

수립하고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에

▶ 

따라 국가·사회적 현안 사업에 대해 ’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R&D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우수성과의 창출과



확산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주요

현안 분야 및 사업(군)의 추진체계와 추진성과에 대한 특정평가를 통해 정부R&D

투자방향 설정, 사업예산조정과 연계 강화에 이바지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시점에 사업 성과를 검토하여 이후의 성과관리 및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추진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국가R&D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대규모

신규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시 해당 사업의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사업 기획 단계에서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제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3」에 따라 ’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방안 마련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요구 R&D 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 평가)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연구내용

HOW




■ 성과평가

전문위 운영 등을 수행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정책 수립·운영 부문에서는 ’22년도 실시계획 수립, 전략계획서 점검, 평가

■

R&D 기획
사업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부문에서는 특정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 실시를 지원했습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기술성평가)에서는 신규 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도출했습니다.

과제
평가

부처
혁신
본부
부처

①
전략기획

계획수립
점검

수행단계
②
중간평가

자체평가
상위평가

종료단계
③
종료평가

자체평가
상위평가

활용단계
④
추적평가

자체평가
상위평가

② 특정평가
① 선정평가

② 중간평가

혁신본부

③ 최종평가

④ 추적평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 ‘연구성과평가법’ 개정('21.12월)으로 현행 ‘종료 및 추적평가’는 ’22년부터 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점검 및 효과성 분석·점검으로 전환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평가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제4차 기본계획(2021~2025) 내용 등을 반영해서

’22년도 실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21.10).

■ 성과평가에

(그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평가 체계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 제4차 기본계획 및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해서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을 지원했습니다(’21.12.2
국회의결 완료, ’22.6.29 시행).

KISTEP : annual report


■ ’22년

중간평가 대상 사업(186개), ’21년 신규 사업(242개), 부처 요청(17개) 등 23개 부처

445개 R&D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전략계획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과학기술정통신부 주관).

■ 17개

부·처·청 53개 R&D 프로그램의 성과계획서에 대해 프로그램 목표체계, 지표 구성의

적절성, 개별 지표의 K-SMART 충족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기획재정부 주관).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와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에 따른 관련

사항, 제4차 기본계획 내용, 사회문제해결 중심 평가체계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두 차례 개정했습니다(’21.2, ’21.1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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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국가연구개발의 살림꾼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2021년 국가연구개발 자체·상위평가

■ 한국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기관평가(상위평가)를 실시

했습니다.
상위평가에서는 자체평가의 절차·체계와 운영·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했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 절차·체계는
모두 '적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구책임자 오현환

-10개 출연기관별 기관운영평가에 대한 상위평가 결과, 모두 '적절'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7개 기관이 '우수', 3개 기관이 '보통'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관련 연구개발 정책의 실효성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기관평가의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사업·기관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기대효과




■ 사업평가(상위평가)

TO BE

결과를 사업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하고 사업 구조 조정·개선을

유도하며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환류하고자 합니다.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 기관평가(상위평가)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기관 고유

임무 조정, 기관장·직원 인센티브, 기관 주요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사업수행부처가 연구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자체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 

적절성 점검(상위평가)을 실시했습니다.
-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3년 주기로 대상 사업을 선정했으며, 당해연도
종료·특정평가 및 다음연도 종료평가 대상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을 위해 연구성과와 기관 운영

▶ 

실적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연구성과



WHAT


■ 17개

부처 79개 세부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의 상위평가를 실시하고

과제를 통해

사업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그림1)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보고서

(그림2) 2021년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보고서

사업수행 부처가 연구개발 활동을 자율적으로 평가(자체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절성 점검(상위평가)을 2회 실시했습니다.
-1차 적절성 점검에서는 평가 대상 사업 79개 중 13개 사업의 자체평가는 '적절'(16.5%),
나머지 66개 사업의 자체평가는 '부적절'(83.5%)로 판정되었습니다.
-1차 적절성 점검 결과 '부적절' 사업의 자체평가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위원회의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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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 후 상위평가위원회의 2차 적절성 점검 결과 9개 사업이 최종적으로 '부적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79개 사업 중 25개(31.6%) 사업이 '우수', 45개(57.0%) 사업이 보통, 9개
(11.4%) 사업이 '부적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체·상위평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꽃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일본은 제6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SciREX 프로그램 운영을

▶ 

하며 서비스를 개선 중입니다.
유럽은 ‘Horizon Europe’에서 오픈 사이언스 표방, 정책지원시설(Policy Support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연구

▶ 

Facility) 출범, 유럽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EOSC) 개발 등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과학화 추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법령 근거는 없으나 국가연구

▶ 

개발사업, 예산 등의 통합 관리를 위한 노력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K2Base)

연구 및 업무 지원, 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 김용희

KISTEP 연구지원을 위한 신규 서비스 구축 및 기존 서비스 개선, 고도화를 수행 하였습니다.

▶ 

또한 R&D 투자현황분석, 외부수집정보 활용, 데이터 현행화 등 서비스 개선 및 업무

▶ 

연구목표



WHY


■ 과학기술정책의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과학화 이론 및 방법론 연구와 축적된 과학기술정책정보를 활용하여


■ 다양한

체계화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효율화 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종합적인 진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데이터

▶ 

데이터 관점에서의 국내·외 주요 과학기술 동향 분석, 정형/비정형데이터 분석,

현황 분석 및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 

과학기술혁신 정책데이터 분석 등 과학화 방법론 동향 모니터링 및 연구를 진행하고자

지속적인 과학기술분야 정책 및 통계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 

하였습니다.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K2Base 데이터 결합 기능에

▶ 

또한, K2Base 시스템 고도화, 연구자 연구지원 및 정책과정 프로젝트 지원 강화를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내용



HOW


■ 과학기술

부문 정책의사결정과 과학화 방법론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

국내·외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관련 정보시스템 서비스 동향을 심층 탐색하였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 

데이터 관점에서 국내·외 주요 과학기술 분야 및 정책, 통계에 관한 동향 등을 분석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하였습니다.
■


데이터
관점에서의 과학화 방법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혁신 정책데이터 현황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를

▶ 

진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방법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업무지원(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신규 구축을 통한 정책의사결정 지원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합조정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여(기술영향평가, 우수성과
100선 등) 업무의 효율화를 기대합니다.

■ 또한

서비스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방법론 연구 및 지속적인 과학기술분야 정책과 통계분석을 제공하여
증거기반의 과학기술정책 연구 활성화와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대에 대한 연구원 적응, 대응역량 강화,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품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하여 식별 데이터의 결합 및 배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 

결합전문기관 지정 대비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K2Base)
고도화 및 연구자 지원, 인프라 개선을 추진 하였습니다.

K2Base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고, KISTEP 업무 지원

▶ 

(의사결정지원) 및 핵심 업무프로세스 분석 결과를 반영한 서비스를 구축 하였습니다.
K2Base의 효율적인 운영 및 현행화,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였으며, K2Base 인프라

▶ 

KISTEP : annual report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주요

선진국에서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제도적/연구적 지원이 진행 중이며

과학기술정책의 근거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 제공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복합적인 정보와 판단이 반영된 결과가 요구됨에 따라

▶ 

근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증거기반 정책법률, SoSP 관련 정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68
69

KISTEP K2Base는
증거기반 과학화 서비스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분야

2021년 과학기술통계 분석과 통계백서 발간

과학기술투자

연구책임자 김용희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과학기술인력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16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8

연구개발인력

46

이공계인력 육성과 처우

15

여성과학기술인력

14

산업기술인력

10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7

국내·외 기관에서 분산되어 발표되는 과학기술 통계지표들을 수집, 비교·분석하여

과학기술정책과 전략 수립·실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생산·제공하고자

특허

29

하였습니다.

■ 국내·외

과학기술성과

과학기술통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학기술 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관련 통계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고 해당 통계조사의 이력을 분석하는
기초 작업을 선행하였습니다.

■ 과학기술

과학기술혁신

및 R&D 관련 과학기술통계를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성과,

12월말 기준으로 가능한 최신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메타정보를 포함한


■ 국내·외

기타 과학기술통계지표

과학기술통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표 체계도를 구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의 5개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하위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352개
세부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통계의 유기적 연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2021년 과학기술


■과학기술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최신 자료의 상시제공을 위해 과학기술 통계백서 중

주요 과학기술 통계지표 100개를 엄선하여 연 2회 소책자(주요 과학기술통계 100선)를

기술무역

21

첨단산업무역

32

국가경쟁력

17

기타

3

혁신활동

4

혁신(활동)율

2

혁신성과

16

정부지원제도

2

에너지자원

13

저탄소·녹색성장

7

우주

6

생명공학

4

경제사회지표

10

(표) 2021년 과학기술통계백서 지표 체계

과학기술통계를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성과, 과학기술혁신, 기타

▶ 

통계백서(정부간행물)를 발간하였습니다.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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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부 연구개발비

5


■ 국내·외

70

기업 연구개발비

19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지표별 추이 및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WHAT

29

논문


■ 2021년

과제를 통해

총 연구개발비

기타

하기 위하여 유관 통계조사의 통계항목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통계항목 수



과학기술혁신, 기타 등 5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를 관련 과학기술 통계지표로 구성

연구성과

부문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 정기적인

과학기술통계백서 발간을 통해 국내·외 과학기술 현황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활용도가 증진되길 기대합니다.

■ 유관

통계 담당자들과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통계적 함의를 새롭게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별도로 발간하였습니다.

■ 또한,

K2Base 및 NTIS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

하고자 하였습니다.

과학기술 통계백서는
과학기술 발전의 밑그림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 정부

연구개발 정책수립, 혁신역량평가 산출, 국민계정 산출, ICT R&D 통계 산출 등에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 OECD에

국가 공식통계를 제공하고, 국가별 연구개발정보의 교환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제공된 우리나라 연구개발현황 자료는 OECD의 국제비교 자료인 주요 과학기술

▶ 

지표(MSTI)와 R&D 통계에 활용됩니다.

연구책임자 김한울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연구목표



WHY


■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등)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연구

개발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연구개발계획, 연구개발 관련 정책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연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 OECD에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제공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국가

연구개발정책 및 민간투자전략 수립 과정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증거

기반의 정책결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또한,

국내 통계서비스시스템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분석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연구개발활동 현황 통계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억 원)
1,000,000
900,000
800,000

4.29
3.98

연구내용

HOW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작성자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설계하고, 정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과정을 통해

▶ 

조사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교차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작성자의 오류를 사전 검증하였습니다.

▶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4.63

4.81

4.00

700,000

3.50

600,000
400,000

787,892
659,594

857,287

890,471

930,717

2.00

300,000

1.50

200,000

1.00

100,000

0.50

0

2015

2016

2017

총 연구개발비(억 원)

2018

2019

2020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그림)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국제기준인 OECD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 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조사하여

▶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주요 결과를 OECD와 국내 통계시스템에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 

주요 결과를 통계청, NTIS 과학기술통계서비스 등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하여 사용자

▶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국가 공식통계로써 OECD에 제출하여 국가 비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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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다양한 항목으로 분석하고 주요국과 비교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재원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비목별 현황 등을

▶ 

주요국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수행주체별, 성별, 인구대비 연구원 현황 등을 주요국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 

기업의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 상위 기업들의 집중도를

연구개발활동조사는

▶ 

분석하였습니다.

3.00
2.50

694,055



공공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기업체 등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
5.00
4.50

3.99

500,000

■

4.52

대한민국 R&D를 읽는 창

이다.

0.00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지역간 R&D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지방의 R&D

▶ 

집행비중이 수도권을 추월하였으며 ’20년도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역별 집행규모의 경우 지방(대전 제외)은 8.9조 원으로 39.6%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2조 원(31.7%)이었습니다. 이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적극 반영됨에 따라 R&D 투자와 혁신 역량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적으로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 유성구가 6조 3,624억 원으로
28.0%를 차지하였으며, 경남 사천시가 1조 1,763억 원(5.2%), 경기 성남시가
5,986억 원(2.6%), 경남 창원시가 5,379억 원(2.4%), 세종특별자치시가 5,159억 원
(2.3%)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 이현익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 ’9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은 KISTEP의 역사와

함께한 대표 연구과제 입니다.
정부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및 객관적 기초자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이에 대응하고자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통계 산출과 더불어 현 정부의 정부연구

개발 투자 집행 실적을 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20년도

정부연구개발(R&D) 집행 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23조 8,803억 원으로

전년(’19년 20.6조 원)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첫 20조 원 시대(20조 6,254억 원)를 열었던 ’19년도

▶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집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집행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20년도

정부연구개발(R&D) 집행 현황을 정책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오고 있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림)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R&D) 집행 현황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R&D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R&D 격차 해소 등의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 정책들을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먼저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 


■ KISTEP의

고유 브랜드로 자리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이 앞으로도 과학과

숫자에 기반한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20년도 집행액은
2조 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1.7조 원과 비교할 때 대폭 확대(18.3%↑)되었으며, 현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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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7~’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6% 증가하여, 지난 정부(’13~’17년) 연평균
증가율 3.0%와 비교 시 약 5.5배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R&D 확대 노력의 결과로,

▶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17년에 중소기업 R&D 3조 원 시대를 열었으며 ’20년도에는
중소기업 R&D 4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둔 3조 9,753억 원이 투자됨으로써 기업 R&D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혁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KISTEP 고유 브랜드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연구성과



WHAT


■ ’20년도

지표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과제를 통해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발생한 SCIE논문의 수준 분석을 위해 피인용수, mrnIF, mR2nIF 등 다양한

’20년도 SCIE논문 성과는 전년대비 논문 1편당 피인용수, mrnIF, mR2nIF 등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향상되어, 최근 5년간 SCIE논문의 질적 수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게재연도 기준 논문 1편당 피인용수는 1.20회로, 최근 5년간 게재연도
기준 논문 1편당 피인용수는 계속 증가했고, ’20년 SCIE논문 성과의 표준화된

1)

연구책임자 이현익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mrnIF): 해당 학술지의

순위보정영향력지수(mrnIF) 1)는 65.84이며, 전년보다 증가하여 질적 수준이

학문 분야 내 Impact Factor 순위를 0~100점으로

상승했습니다.

표준화한 값으로 지수 값이 높을수록 해당 분야 내
위상이 높음을 의미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 ’99년부터

-이는, 정부R&D 사업 평가에 ‘질적평가’를 반영하고 정량지표 사용을 지양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수지표의 논문 위주로 성과가 재편된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에 이어 ’08년부터는 조사·분석 대상

’16년~’20년도 정부R&D 사업에서 발생한 국내특허의 우수특허 비율은 3.7%이고,

동일 기간의 민간 R&D 우수특허 비율은 6.6%이며, 정부R&D 특허의 해외출원 평균

과제에서 발생한 성과 측정을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수는 1.9개국, 삼극특허 비율도 1.6%로 각 부문에서 민간 R&D특허(2.6개국,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속적인 지출규모 확대에 따라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

▶ 

3.1%)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분석 수요가 증가되었으며, 이에 ’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08년부터 본격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추진되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06)」이 제정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KISTEP은 2008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서 입력받은 성과자료를
활용하여 범부처 차원의 종합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을 추진하면서 늘어난 성과를 효율적

▶ 

으로 취합하여 성과 통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성과분석의 정책 활용도
증진을 위한 다각적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 ’20년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정부R&D 성과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대부분 정부R&D 투자 증가율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07년도부터

현재(’20년)까지 14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로부터 발생한

성과는, 44만 6천여편의 SCIE논문, 33만 8천여건의 국내출원특허와 18만 4천여건의
등록특허, 10만건의 기술료 건수와 26만건의 사업화 건수 등 140만 5,574건의 성과로
집계됩니다.
코리아 R&D 패러독스, 정부R&D로 투입된 예산에 비해 부족한 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 

성과가 많지 않다는 비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평균 약 10만건의 성과가 꾸준히 창출되고 있으며,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내용도 대폭 개선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괄목할 만한 R&D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5.9%)을 하회하였고, SCIE 논문, 국내출원·등록특허, 해외등록특허 및 기술료와
사업화 성과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해외출원특허는 감소하였습니다.
국내등록특허(6.4%), 해외등록특허(5.3%)의 최근 5년간(’16년~’20년) 연평균

▶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지며, 국내등록특허를 제외한 정부R&D 성과는 정부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5.9%)을 하회하였습니다.
이는 ’20년도 정부R&D 집행액의 급격한 증가(15.8%)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장기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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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사업 성과분석은
멀리뛰기 위한 준비
(그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최근 5년 추이(’16년~’20년)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미래(’50)

현재

2050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수립 연구

수
요

고탄소·에너지
다소비 업종 高

③ CCUS

무탄소·친환경·고효율
산업 전환

내연기관(화석연료)
중심

④ 에너지 효율향상

전기·수소 이용
운송수단 확대

⑤ 저탄소 원·연료 사용

도시가스/전기 중심,
건물 노후화

⑥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증가,
재활용률 낮음

연구책임자 박노언

①전기화

연구목표



WHY

■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이후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으나, 탄소중립 기술



개념과 범위가 혼재되고 중점기술도 일부 상이함에 따라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조사분석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방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발표된 탄소중립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여

▶ 

탄소중립 기술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공

미래
(’50)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전기 이용 확대
재활용 확대, 감량 등
순환경제 달성

②수소화

재생에너지의 최대 도입과 분산전원 확대, 수소에너지 이용 확대
③CCUS

급
현재

화석연료 및 중앙 집중식 전력 공급
석탄(40%)

원자력(26%)

추진해야 할 기술을 선정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LNG(%)

신재생
(6%)

기타
(2%)

(그림) 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연구내용



HOW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 및 KISTEP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량·정성적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를 생산하였으며, 기술분과·워킹그룹, 기업 간담회

어떤 과정을 통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에너지전환, 산업(CCUS 포함), 수송·교통, 건물·도시·ICT, 환경 등 5개 기술분과를

▶ 

운영하였으며,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탄소중립 R&D 수요조사, R&D 투자분석, 특허·논문 분석, AHP·델파이 조사 등을

▶ 

통해 탄소중립 중점기술 선정 및 2050년까지의 기술개발 경로를 수립하였습니다.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39개 중점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

탄소중립 기술분류체계를 먼저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각 기술별 사회적 보급시점과

▶ 

기술성숙도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탄소중립 기술분류체계의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중분류 단위에서 탄소감축기여도, 탄소감축 비용효과 등을 평가하여 39개 중점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


탄소중립
중점기술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의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드맵 대상기술별 정책·기술·산업 동향을 조사하고 SWOT 분석을 통해 국내 현주소를

▶ 

KISTEP : annual report

파악하고 단기 및 중장기 목표와 기술확보 방안, 상용화전략 등을 제시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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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은

개별 요소기술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통합

로드맵 작성이 요구됩니다.

탄소중립의 핵심열쇠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기화, 수소화, 에너지효율향상, 자원순환 등 기술별 혁신방향을

▶ 

제시하였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탄소중립에 실질적으로 기여 가능할 것입니다.

조화와 균형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수립 연구

이슈 영역
정부 과학기술
정책·체계 (7개)

‣선
 도형 R&D, 중장기 포트폴리오, R&D 컨트롤타워, 인재양성, 제도개선,
사회적 역할, 성과확산 등

혁신생태계 (5개)

‣ 지역R&D, 중소기업 R&D, 산·학·연 간 개방·협력, 출연연, R&D 하부구조 등

경제·산업 (7개)

‣기
 술패권경쟁 대응, 디지털 전환, 소·부·장, 모빌리티 혁명, 바이오·헬스,
신기술 안정성, 글로벌 공유지 등

사회·환경·보건 (8개)

연구성과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수립하게 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의 초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투자 규모(정부+민간)는 세계 5위 수준으로, 100조 원을

‣ 감염병, 탄소중립, 환경쓰레기, 재난·재해, 안보·치안, 인구구조변화, 스마트화,
사이버 공간 확장등
(표2) 국가R&D 투자의 주요 이슈

연구책임자 강현규

연구목표

주요 이슈 내용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향후 5년간

국가R&D 투자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발굴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중점적으로 투자·확보해야 할 기술뿐만 아니라 R&D 투자 효과를 제고

▶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우리나라 혁신생태계 강화방안까지 포함하여 다각적인
추진과제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R&D예산의 확대와 함께 R&D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R&D 투자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우리나라 R&D투자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연구개발 관련 전반적인 이슈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의제들을 발굴했습니다.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과 미래전망 연구를 통해, 과거부터 지적되어온 R&D시스템의

▶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해, ’22년에는 ’21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정부의 국정과제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정·보완할 계획입니다.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되는 국가R&D 투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문제 및 미래에 다가올 수도 있는 불확실한 이슈까지 R&D투자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명사 인터뷰 및 산·학·연·신진연구자 그룹

▶ 

인터뷰를 통해 주체별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R&D의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총 11개의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중장기 투자

전략의 추진과제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총 136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 

구분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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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분야

대분과(4개)

‣ 전략·포트폴리오, 인재양성, 제도, 지역·인프라

소분과(7개)

‣ 과학기술의 우수성·선도성 확보, 글로벌 기술패권전쟁 대응, 디지털경제 전환과
혁신성장, 탄소중립과 산업대전환,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바이오·헬스,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국방·사이버보안
(표1) 중장기 투자전략의 주요 분야


■ 정부

과학기술정책·체계, 혁신생태계, 경제·산업 및 사회·환경·보건의 4개 영역에서 총

27개의 이슈 및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투자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국가R&D투자의 가이드라인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분야

2021년도 다부처공동기획 활성화 기반 연구

주요
핵심현안

사업명
수혈혈액 대체 인공혈액 제조기술 개발 및

1

실증 플랫폼 구축 공동기획연구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

연구책임자 이미화

사회
문제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연구
초연결 기반 대국민 서비스·인프라의 암호화 공격

3

에 대비한 행위기반 보안관제 기술개발 및 공유·
협력 플랫폼 구축 공동기획연구

해결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성장동력

5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향상과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소화탄 및 무인 능동진압 기술개발
공동기획연구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세종시)

예산 및
기간(안)
490억 원 /
5년

480억 원 /
5년

420억 원 /
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358억 원 /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0억 원 /

5년

5년

※ ’23년도 하향식 다부처공동사업 대상과제는 ’22년 5월에 확정될 예정

■ 과·산·학·연

연구자 및 지자체, 부처 대상의 상·하향식 다부처 R&D 주제공모 및 수요조사를

(표) ’23년도 상향식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과제

통해 ➀주제발굴, ➁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 ➂공동기획연구 실시, ➃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의 프로세스를 수행하였습니다.

수요발굴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

공동기획연구
추진

공동사업
대상 선정

추진 방법

- (상반기) 공모를 통한 산·학·연 연구현장 및 부처·지자체 수요 기반
상향식(Bottom-up) 주제 발굴
※ 연구자 先 주제제안 → 관계부처 後 참여 방식
- (하반기) 부처 수요기반 하향식(Top-down) 주제 발굴
※ 국가 상위 정책에 부합한 부처 수요 적시 지원

- 발굴된 수요에 대해 선정평가를 실시한 후 다부처 기획에
적합한 후보과제(안)를 도출
- 다부처특위 심의를 통해 기획연구 대상 확정

- 기획연구자가 주도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다부처공동의 세부 사업 기획(안) 마련
※ 이슈/문제 정의, 최종목표 및 사업범위, 사업추진내용,
추진체계, 부처간 역할분담 및 성과활용 계획 등

- 공동기획연구 대상 과제 중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공동사업 추진이 적합한 후보사업(안) 도출
- 다부처특위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동사업 확정

기대효과
추진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다부처 공동사업을 적기에 발굴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국가적

주요 핵심현안 대응, 성장동력 확보,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적 목표 실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처 간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R&D기획에서부터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 성과활용

▶ 

까지 전주기 차원의 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자율적으로 범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처

▶ 

간 협업 시스템의 정착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산‧학‧연 전문가,
다부처특위

기획연구자,
참여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산‧학‧연 전문가,
다부처특위

KISTEP : annual report

(그림)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지원단계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다부처공동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3년도에 추진될 상향식 다부처공동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야는 주요 핵심 현안분야 1개와 사회문제해결분야 4개로,
총 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개정(’22.1월 시행)에 따라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산하 국가과학
기술심의회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로 변경

향후 부처별로 ’23년도 예산요구가 이루어지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예산심의 후

▶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23년도부터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83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기획연구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적기에 발굴하여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절차

82

MZ세대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메타버스

4

및 주요 핵심 현안분야(감염병, 탄소중립 등), 사회문제 해결분야의 R&D 주제를

주관부처(참여부처)

다부처공동기획은
새로움을 향한 새로운 도전 방식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연구성과



WHAT


■ 과기

과제를 통해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의 새로운 접근법 탐색 연구

출연연 평가의 시행과 미시적 제도 개선만으로는 기관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기획-예산-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가 담보될 때 기관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관평가의 철학, 주체/객체, 평가항목, 방법론, 시기 등의 측면에서

▶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선도형
도전연구

연구책임자 김이경

전략적 연구개발

· (철학) 등급 위주의 평가(Summative)

(연구효과성)
(연구전략성)

· (who) 상피제 적용하여 공정성 강조
· (how) 성과 목표 달성도 평가
· (what) 개별 기관 사업별 과거 실적 평가
· (when) 평가-예산 주기 상이

· (철학) 컨설팅 중심의 평가(Formative)

연구목표



WHY


■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연구개발체제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추격형
연구

출연연의 역할 적합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출연(연) 기관평가가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이에, 제3~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에 대한 IPA

홍형득 외 (2021),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특성별 기관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현재의 충족도가 낮고
미래의 필요도가 높거나 낮은 기관평가의 쟁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평가위원의 전문성·책임성 제고

R&D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3.90

충족도 최고

창의적·도전적 연구 혁신 유도

성과평가 교육 내실화

중심적인 평가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과제·기술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지원 강화

사업에 대한 전략적 조정 기능 강화

3.60

중장기 파급효과 중심 사업평가
평가 결과 황류의 실효성 제고

충족도 최저

3.50
3.40

1)

연구 성과의 관리활용강화

평가와 사업예산 조정의 실질 연계

2.70

2.80

미래 필요도 최저

2.90

3.00

framework, Research policy 50. Smit and Hessels (2021), The production of scientific and societal value in

현재 충족도
3.10

연구 영향력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합의 부재, 2) 영향력 평가 방법론의 판단 기준의 다양성, 3) 영향력의 다양성에 따
른 평가의 복잡성 등을 원인으로 지적함. Reed et al, (2021), Evaluating impact from research: A methodological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평가 강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중심 평가강화

3.30

평가체계가 영향력의 다양한 면모를 모두 나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1)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의도한 영향력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

질적 우수 성과중심 평가

자체평가의 자율성 확대

미래 필요도

복잡하고
동태적인 환경

영향력이 좋거나 나쁘거나에 대해 평가하는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는 영향력을 어떻게

고유임무중심 기관평가 강화

연구현장의 평가부담 완화

3.80
3.70


■ 기존의

미래 필요도 최고

4.00

· (what) 전체 출연연 방향성 종합 점검

(그림2) 과기출연연 기관평가의 새로운 접근법 제안

모색하여 출연연 기관평가가 제도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4.10

· (how) 영향력평가/연구지원시스템 평가

단순한
과학기술환경

1)

평가방법론 개발연구, ’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 (who) 러닝메이트로서의 평가위원/AI 기술 활용

· (when) 거버넌스 확립을 통한 평가-예산 연계

▶ 

출연(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관평가 위탁과제

(연구효율성)
(연구자율성)

전략적 방향 전환 및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1)

현장연구활동

3.20

3.30

3.40

3.50

research evaluation: a review of societal impact assessment method, Research Evaluation 1-13.

3.60

(그림1) 평가제도 요소별 IPA 분석 결과
기대효과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아래와

같이 도출된 7가지 쟁점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 분석, 문헌연구, 데이터 분석,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기 출연연은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는가?

▶ 

평가위원회 중심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 

기관평가 제도는 도전·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에 충분한가?

▶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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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 본

연구는 기존의 기관평가 제도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연구 현장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제도 개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연구현장에서 과기 출연기관의 영향력 평가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한 원인은 무엇이고

▶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기관평가가 기관구성원 전체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출연연 역할과 책임(R&R)을 제대로 정립·수행하기 위해 기관 평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평가제도의 새로운 접근은

기관평가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효율화 될 수 있는가?

▶ 

R&D의 미래를 위한 당근과 채찍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관평가
연구책임자 김이경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직할 출연기관의 역할·책임(Role & Responsibility, R&R) 및

연구목표 등을 고려한 기관운영·연구사업에 대한 전주기 평가를 통해 기관의 중장기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2) 기관운영평가 추진절차

(대상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6개 직할연구기관이 평가 대상이며, KISTEP은

▶ 

이 중 12개 기관*에 대하여 평가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기관수)
연구개발(5)
교육·인력양성(5)
지원(6)

평가 대상기관
IBS, 원자력의학원, 수리연, 고등과학원, 뇌연구원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NST, KISTEP, 나노종기원, 나노기술원, 일자리진흥원, 과기인력개발원

기관(KISTEP/나노종기원/나노기술원/과기인력개발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추진체계)

자체평가 및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구분

기관수

’21년도 평가/점검 대상기관

기관운영계획서 점검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국가수리과학연구소(NIMS),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사업계획서 점검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국가수리과학연구소(NIMS),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관운영평가

1

한국뇌연구원(KBRI)

기관평가는 자체평가와 상위평가 체계로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부(1차관)는 소관 직할기관(16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관평가팀은 21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계획서

점검(3개 기관), 연구사업계획서 점검(3개 기관), 기관운영평가(1개 기관) 등 총 7건의

KAIST, GIST, DGIST, UNIST, UST

* KISTEP은 연구개발 (5), 교육인력양성형 (5), 지원형 (2, NST/일자리진흥원) 등 총 12개 기관, KMAC은 지원형 4개

연구내용


■ KISTEP

한국뇌연구원 기관운영평가 결과, 연구자 중심의 성과창출형 연구몰입환경 조성,

▶ 

이에 대한 적절성(메타평가) 등을 점검·평가합니다.

대외협력을 통한 위상 정립 노력 등 국책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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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기관 대상 최초 실시될 예정인 연구사업평가(’22년 3차:

’22.9~12,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대한 지침이 혁신본부 상위평가 측에서 확정되는
대로, 이를 반영한 연구사업평가 자체평가 편람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구 현장에서
새로운 연구사업평가 제도 또한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림1) 기관운영평가 추진체계

■ (평가주기/절차)

기관의 중장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19년도부터 연구사업과 기관

운영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할 출연(연) 전주기 평가는

기관운영평가는 기관장 임기(3~5년)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연구사업평가는 기관의

▶ 

중장기 연구목표에 따라 3년(3개), 5년(10개), 6년(3개) 주기로 실시합니다.

8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양제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2021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

연구개발지원단 담당자와 지자체 공무원의 R&D 기획·관리·평가 전문성 함양을 위한

▶ 

교육·훈련인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을 3회 개최하였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연구책임자 박석종


■ ’22년부터는

연구개발지원단 관리·평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담당하게 되어

앞으로는 조금 더 연구개발지원단에 밀착해서 컨설팅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 그간

국가R&D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은 중앙정부에 의존했습니다. 지역은 경험이

적어 하고 싶은 R&D를 직접 기획, 관리, 평가하는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200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R&D 전담기구인 연구개발지원단을 광역시·도에
하나씩 설치·운영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제에서는 연구개발지원단이
궁극적으로 지역의 KISTEP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관리,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사진) 제1차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개최
구분
지역 내 R&D
사업의 조사·분석

주요 내용
‣ 지역 내 R&D 사업의 모니터링 기능 수행 및 조사·분석
‣ 지역R&D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 기능 발굴

지역 수요 맞춤형 R&D
‣ 지역 자체 R&D 사업 발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매칭 R&D 사업 등 기획
사업 기획 및 지역혁신
‣ 지역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공동 R&D 사업 등 프로그램 발굴
네트워크 구축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R&D기술 발전로드맵 등의 정책수립 및
지자체 과학기술전담부서 지원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지원 및 안건 발굴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지원

‣ 중앙부처 주도, 지자체 대응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선정 및 사후평가
지원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지역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통계자료 제공
‣ 지역R&D DB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의 연동체계
구축·운영

홈페이지로 이동

(그림) 지역과학기술정보서비스(RTIS) 메인 페이지

(표) 연구개발지원단 주요 기능

연구내용



HOW


■ 17개

연구개발지원단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원의 핵심 역량인 조사·분석, NTIS

어떤 과정을 통해

운영, 기획, R&D 예산 편성 등을 연지단에 밀착 컨설팅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진도와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를 통해 사업개선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중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사이에서 정책 수요 수렴, 이슈 발굴

▶ 

KISTEP : annual report

및 방안 제시 등을 하는 데 가교역할을 했습니다.

■ 17개

있어 본 궤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원, 제주 연구개발지원단, NTIS팀과 협업하여 17개 연구개발지원단의 주요성과를

▶ 

89

연구개발지원단은

제공하는 지역과학기술정보서비스(RTIS)를 NTIS에 구축하였습니다.
지역R&D 사업, 지역R&D 성과, 지역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였습니다.

▶ 

88

연구개발지원단이 광역지자체의 과학기술혁신 Think-tank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역R&D 생태계의 조정자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표준 업무절차

정부R&D 연구지원통합시스템 개발 및 구축

기획

기술수요조사 등록·접수·관리, 기획 후보과제 관리, 등

공고

공고 설정, 공모(지정/자유)과제 등록, 공고별 접수 및 요건설정 등

접수

공고조회, 사전계획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자료 사전검토·결과관리 등

평가

준비

진도점검, 평가설정(종류·유형·방법 등),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관리 등

실시

예비검토, 온라인·오프라인 평가, 이의신청, 평가결과관리 등

협약

연구개발계획 등록, 협약체계(전자·서류), 협약정보, 변경신청 관리 등

수행(연구비)

연구책임자 신문봉

주요 내용

정산

연구비관리시스템 및 전문기관 내부 행정시스템 연계 등
연구비정산 검토, 이의신청 관리, 정산환수금 관리 등

성과관리

성과 입력·관리, 성과 현황·통계 등

사후관리

기술료 협약, 기술료·정산금·환수금 관리 등
(표) 연구개발과제관리 전주기 표준 공통업무 지원 기능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체계 정비하고 국가차원의 연구자

▶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 그

정보(120만 명) 및 평가위원정보를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동안 상이한 R&D 규정 및 시스템 운영으로 연구자의 행정부담 및 연구 몰입이 저해

하였습니다.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연구관리 비효율성 문제 극복 및 정부연구개발의
지속적인 혁신성장 및 체질 개선 요구가 증대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로 표준화된 R&D 규정·업무절차를 바탕으로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 

통합·정비하여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기본방향)

우리 기관은 R&D 제도혁신 허브 기관으로서 부처-기관-연구현장과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구축 전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협의체)

원내 연구진 및 각 기관별 전문가로 구성된 ‘PMS실무추진단’을 설치·운영하였고

(그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서비스 개념도

부처와 전문기관 간담회, 전문기관장 회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

◆

IRIS 바로가기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별 전담조직 구축을 촉구하여 연구서식,

▶ 

연구절차에 대한 표준화 및 시스템 기능 구축 논의가 신속히 병행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 (의견수렴)

전문기관설명회, 간담회, 연구자 인식조사 등 연구현장과 추진현황을 공유하여

실수요자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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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과제지원시스템(PMS),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현재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상으로 IRIS운영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IRIS 운영

전환 이후 전문기관 외 전체 국가R&D 사업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현장 속 R&D 혁신의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허브역할 수행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도

연구개발정보 분석 및 연구자 간 연구협력기능 제공 등 IRIS서비스를 확대

개선하고 각종 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IRIS운영 안정화를 위한 부처 및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IRIS),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성 및 통합R&D지원포털을 통해 접속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22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신규 개통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표준업무절차 기반과 기관‧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모듈화 기능으로 구성하여 맞춤형

▶ 

서비스를 통한 연구자 및 전문기관의 유연한 연구지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IRIS는
국가R&D 현장의 혁신허브(Hub)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연구성과



WHAT

■

과제를 통해

과학기술외교 추진전략 및 체계 기반 구축 연구


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심의 활동에서 과학기술외교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기존 추격형 과학기술협력 중심에서 선도형 과학기술외교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특히 과학기술협력 전략 마련에 있어 상향식(Bottom-up)이 아닌 국가차원의 전략성을

▶ 

고려한 하향식(Top-down) 전략 마련을 통해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의 전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연구책임자 김진하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과학기술외교 전문역량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과학기술외교 포럼’ 기획·개최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계와 외교계,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 

국내외 과학기술외교 주요이슈와 현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 국가차원에서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외교 전문역량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주요국 과학기술협력 로드맵 및 아젠다 발굴, 범부처 거버넌스 마련 등을 통해

▶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의 전략화 및 체계화를 도모하고, 근거기반의 과학기술
마련하여 과학기술외교 주체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전문가 대상 교육·훈련

▶ 

진행하여 국내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외교·국제협력 추진 기반을 마련하며, 국내 과학기술계와 외교계 간 토론과 학습의 장을

연구내용

모색함으로써 국내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기술외교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 (전략화/체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글로벌 이슈, 과학기술외교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상국을 선정하고 과학기술협력 아젠다를 발굴함으로써
과학기술외교의 전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스웨덴, 영국, EU 등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주요정책 및 전략, 연구개발동향

▶ 

및 성과 등을 조사하고 시너지 분야, 양국 강·약점 분야 등을 분석하여 협력 아젠다 발굴
및 협력 전략 마련 등을 통해 과학기술외교의 전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과학기술 ODA 측면에서도 ‘(가칭)과학기술·ICT ODA 통계체계(안)’고도화 및

▶ 

이집트 등 협력 대상국에 대한 과학기술 ODA 전략 기반을 연구하여 보다 전략적인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 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기술외교 추진 및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외교 기반의 국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기술패권 시대에

들어서면서 주요국은 자국의 이익 및 역량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과 외교를 접목하여
접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0년 ‘과학외교(Science Diplomacy)’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후, 국내 과학외교에 대한

▶ 

인식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TEP은 ‘과학기술외교’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정치·경제·환경 변화 및 과학기술혁신 이슈에 대한 지속적

▶ 

모니터링과 분석, 이를 기반으로 한 대안 마련과 전략 수립 등 기민한 대응으로 국가 과학
기술외교를 선도하는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국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추진체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범부처

▶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거버넌스(안) 구축방안을 연구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반

구축) 국내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역량을 함양하며, 근거기반의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과학기술외교 주요 현안과 이슈를 공유·논의하는 장으로써 ‘과학기술외교 포럼’을

▶ 

KISTEP : annual report

기획·개최하여 국내 과학기술계 및 외교계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외 과학기술외교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조사, 커리큘럼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 

통해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를 기획·운영하여 국내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전문가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외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관련 통계현황 및 지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과학기술외교

▶ 

통계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여 근거기반의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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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시대, 이제는
과학기술외교가 답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혁신도전 프로젝트 사업 지원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20년에

발굴한 5개 연구테마에 대해서는 테마별 상세기획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각 부처

사업에 반영하여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혁신도전 프로젝트 세부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21년

발굴된 5개 연구테마에 대해서는 현재 상세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심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23년 혹은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세부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부처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고, 본 사업단 출범에

대비한 혁신도전 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사업단 운영관리지침(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 정민형


■ 아울러

범부처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안정적 지원기반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도전적

R&D의 자율성이 보장된 한국형 DARPA 구축 방향(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정부R&D

예산 규모가 3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정부R&D의 상당 부분이 성공가능성이 높은 연구에 집중되다 보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성과물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 혁신도전

프로젝트는 초고난도의 연구목표 하에 명확한 문제정의로 출발하는 임무지향적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민간PM의 전문적인 관리와 유연한 연구방식을 통해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연구테마

발굴 및 상세기획 등 주요 업무 수행에 있어 국내 산학연 전문가, 관계 부처,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혁신본부 협업) 추진과정상 문제점/애로사항 진단 후 개선방향 도출은 물론, 연구테마

▶ 

발굴, 예산심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업) 연구테마 제안, 검토, 선정 및 상세기획 과정은 물론이고 예산심의

▶ 

공동대응, 본 사업단 출범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면밀히 진행 중이며,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도출 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상시 접수 및 소통) 연구현장에서 언제든지 연구테마를 제안할 수 있도록

▶ 

상시 접수창구로 CIA(Crazy Idea Accelerator) 온라인 포럼을 구축하였고, 연구테마


■ 혁신도전

프로젝트는 국가 혁신도전형 R&D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선행사업의 성격으로,

추진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보완 및 개선을 통해 향후 국가 차원의 혁신도전형 R&D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1년까지

발굴이 완료된 10개의 연구테마는 주로 Bottom-up 방식에 의존하여

발굴되었는데, 향후 연구테마 발굴의 경로를 다변화하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아젠다
기반의 Top-down식 연구테마 발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미래전략 및 유망기술 관련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메타분석하여 향후

▶ 

유망한 연구테마를 도출하고 기존 연구개발 사업에서 놓치고 있는 공백영역을 도출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필수전략기술 대상 DARPA형 R&D 사업 기획 추진 등 국가적 주요 이슈 및

▶ 

아젠다 해결 관점에서 임무지향적인 신규 혁신도전 프로젝트 연구테마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과학기술혁신본부와의

협업을 통하여 혁신도전형 R&D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함으로써, 사업종료(’24년 이후) 후 국가R&D 사업에 도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의위원회와 제안자가 활발히 토론할 수 있도록 검토·토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 연구테마 검토 및 수정·보완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미나 시

▶ 

제안자를 발제자로,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3인 내외)를 패널로 모셔서 토론(70여회 세미나
개최)을 진행하였으며, 세부사업 상세기획 과정에서 관련 산학연 전문가를 위원회로
초빙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유관기관 협업) 혁신도전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 협조가 필요한 각 부처의 연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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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관련 사업단,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도전적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기획 시 임무지향적 기획으로 전략성을 제고하고,

목표의 유형에 따라 탐색형(4년 내외, 비예타)과 검증 및 실증까지 이어지는 패키지형(9년
내외, 예타급)으로 구분하여 Two track 사업기획을 수행하였습니다.
■ 제도개선

정책연구를 통해 혁신적 관리방식 고도화를 위한 사업단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하였고, 국가 혁신도전형 R&D의 현황, 산·학·연·관의 의견수렴 및 주요국 벤치마킹
(美DARPA, 英ARIA, 日문샷, 獨Sprin-D 외) 등을 통한 핵심쟁점의 도출과 중장기적
발전방향(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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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전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공공연구의 혁신 리더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미래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할

목표

이공계 대학 혁신

연구책임자 주혜정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

주체별 추진전략

추진
계획

교육·연구혁신을 통한
이공계 대학 경쟁력 강화

주요 추진과제

-수·과학 등 기초교육 및 전공 심화 교육 강화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

미래 불확실성 증대와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과학기술인재 관련 정책 기획 및



혁신
혁신

성과 확산 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21.2)에 따라 핵심 정책이슈 발굴 및

대학

교육
혁신

실행방안 마련,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연구경쟁력


■ (과학기술인력

연구환경

정책이슈 분석·도출) 이공계대학 혁신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
교육
산학협력
혁신
활성화

특별법 개정을 위해 법체계 상의 미비점과 실제 미칠 영향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교육
혁신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연구경쟁력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 분야 등의 추진 과제를 도출하여 ‘이공계 대학 혁신
지원방안’의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과학기술 성장동력 분야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 기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학중심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지역대학의 연구 생태계 조성
-대학 및 학문간 공동연구 활성화
-이공계 대학(원)생의 끊임없는 연구활동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의 권인보호 강화
-건강한 안전한 연구실 구축

-산학협력단 기능개선 등 기반강화
-산학협력을 위한 부처,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대학 연구성과 실용화 확산
-대학 기술 기반의 창업 활성화

-이공계 관련 통계 기반 강화
-이공학 분야 혁신을 위한 민-관 소통·협업체계 운영

(그림)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 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하였습니다.

WHAT

-미래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의 자율성 확대

-대학 인력양성 성과관리체계 마련

지원체계 개선

체계 구축, 이용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 뉴스레터 및 서포터즈 운영 등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교육 활성화
-교원 평가제도 개선

-지역대학-지역산업 연계 강화

수립) 과기인재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 간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및 다양한 성과 현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교육혁신,

인프라

고도화


■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과학기술인력 관련 국내·외 최신 통계·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업데이트


■ 이공계

-창의·융합교육을 통한 미래 변화대응 능력 향상 지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및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정책 수요자 관점을 반영하고, 이공계지원

■ (시행계획

연구자

강화

협의·조정을 통해 ’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구성과

대학 제도

▶ 

인력정책 및 통계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하였습니다.

연구내용

학생

교육
교육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올해

수립된 이공계 대학 혁신 지원방안,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등이 실질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기획을 지원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과기인력 관련
이슈를 포착하여 정책 수요와 통계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이공계 인력의 성장과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중심대학 특례,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활용지원 등

▶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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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재

정책·통계 정보의 상시모니터링 및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콘텐츠 고도화 등 시스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이공계인력 관련 다양한 통계(412개)·계획·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인재 동향을

▶ 

분석하여 동향리포트 13건, 동향브리프 24건 등을 발간하고 뉴스레터 발행, 서포터즈 활동

과학기술인력양성은

활성화 등 정책정보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21.12 기준)

기술패권 시대의 경쟁력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8건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4건을 수행하여 R&D

예산 집행의 효율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총 18건이며, 시행

▶ 

10건(55.6%), 미시행 8건(44.4%)으로 조사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상기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의 총사업비(요구)는 총 14조 5,029억 원이었고, 조사를

▶ 

통해 조정된 사업비는 7조 6,219억 원으로 총사업비(요구)의 52.6%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1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사업(4건)의 총사업비(요구)는 1조 7,884억

▶ 

원이며 3,464억 원 감액한 조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 임현


■ 현재

탄소중립, 우주, 국방, 기후/기상 등 대형·복합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목표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WHY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국가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혁신적·도전적 아이디어가 적기에
전략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 하였습니다.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의 추진타당성을 사전에 집단지성을 모아 검증함으로써 국가연구

▶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R&D 사업의 비정형적인 특성을

▶ 

반영하여 유연하면서도 전문성이 강화된 조사체계를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완전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의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고,

▶ 

추진주체도 단일부처보다는 다부처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어 적기의 조사결과를

(그림)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도출하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초대형,

다부문, 다부처, 복합 R&D 사업 등 복잡성이 높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탄소중립분야, 기술패권분야의 초대형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어 진행

▶ 

중인데, 국가기관 또는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조사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조사총괄 전담센터를 지정하여 일관성있는 타당성조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복잡성이 높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전문성 강화를

▶ 

위해 조사범위와 필요에 따라 탄력적인 외부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성 및 객관성,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속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도전혁신형 R&D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하고자 다양한

▶ 

조사방법론을 탐색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탄소중립, 기상기후, 에너지 분야 등에서 중장기적인 R&D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 

좌초자산개념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조사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조사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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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도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

(표2) 연도별 다부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건수

예비타당성조사는
효과적 R&D 추진을 위한 주춧돌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2021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연구책임자 김선경

연구목표



WHY


■ 국가경쟁력에서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의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진단 및 평가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수준을 판단하고, 강·약점을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그림1) 2021년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선행 과제로서

▶ 

파악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


기존에
구축된 평가모형의 검토와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생산이 중단된 지표를 교체하고, 일부 지표의 데이터를 정비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을

▶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대상 후보국들의 지표가용성을 조사하여 평가대상국을 추가하였습니다.

▶ 


■ 이후

지표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가공, 평가 결과 도출 및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림2) 2021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OECD 36개 평가대상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5대 분야, 13개 항목, 31개 지표별 점수

▶ 

및 순위를 산출하고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추이 분석을 통한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 및 국가별 부문·

▶ 

항목·지표의 강·약점을 도출하였습니다.

■ 또한

4차산업혁명 특허 분석과 한·중·일 과학기술혁신역량 비교 등 이슈를 고려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 과학기술혁신역량

관련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

함으로써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초자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또한

혁신환경 변화에 맞게 꾸준히 모형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지표와 모형개선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역량에 대한 측정해상도를 꾸준히 제고해 나갈 생각입니다.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는 평가를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순위와 동률이며, 처음으로 일본을 앞선

▶ 

결과입니다.

KISTEP : annual report

전통적인 강점 영역인 활동 부문은 3위에서 2위로 상승하였고, 자원 부문과 네트워크 부문

▶ 

또한 각각 5위, 6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가운데, 성과 부문(13위)과 환경 부문(22위)은
중하위권의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평가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고, 통계브리프 형태의 요약·제공, K2Base에 주요 내용 국·영문 탑재 등으로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뿐 아니라 구축된 평가모형은 국내외에서 유사한 복합지표 구축 시

레퍼런스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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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평가대상 중 5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한 것으로

▶ 

100

기대효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잣대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조달,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회문제해결형R&D 성과창출 방안 연구

혁신조달, 시범구매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조합들이 이음매
없이(seamless) 연결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연구책임자 이희권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개발된 과학기술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은 그간 한국의 경제산업발전에 수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제 비산업적인

▶ 

부문에서도 국가사회 발전에 과학기술이 기여할 때입니다.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사회문제해결R&D의

전 과정을 논리모형(Logic Model)을 활용하여 문제정의-문제해결-

현장적용의 3단계 과정으로 표현하고, 세분화된 과정에 따라 추진현황, 성과, 문제점을


■ 사회문제해결R&D가

잘 작동될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정책

레버리지를 찾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사회문제해결R&D를 통해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의 질을

▶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은 매우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수단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데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예산은 30조 원에 달하고 사회문제해결R&D 예산은 1.8조 원에 달하지만, 상당부분은
개인연구과제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만 해결하면 달성할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형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연구자들을
논문, 특허에서 해방시키면 사회문제해결R&D가 활성화될 것 같지만,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논문, 특허가 없으면 연구인력들이 취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회문제해결R&D에
연구비를 집중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장의 연구자들은 막상 연구비를
사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느낀다고 합니다. 향후의 연구는 연구현장에 깊이 숨어 있는
이해관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레버리지를 찾아내어, 현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분석하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논리모형을 통해 사회문제해결R&D의 과정을 문제정의(input/Pre R&D) - 문제

▶ 

해결(process/R&D) - 현장적용(output/ Post R&D)의 3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문제정의’는 다양한 사회문제(problem) 중에서 과학기술이 해결해야할 문제를
선정하는 정책의제화(agenda)하는 과정이며, 문제해결은 해결하기로 선정된 문제를
위해 연구개발을 통해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현장적용은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솔루션을 다양한 정책조합(policy mix)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의-해결-현장적용 각
과정별로 잠재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사회문제해결R&D의

성과가 국민에게 체감되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정의-해결-현장적용의 과정이 통합된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 연구개발성과의
국민체감은 민관협력 등 다양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회문제해결R&D는 일반R&D와 달리, 목표로 한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연구개발이 끝나는

▶ 

KISTEP : annual report

것이 아니며, 연구개발된 결과가 현장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종료됩니다. 즉, 문제정의문제해결 이후의 현장적용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적용 단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문제정의 단계부터 첫 단추가 잘 꿰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동의 언어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기술이 개발되었을 경우, 실제 현장적용을 위해서는 원격의료 등의
규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의 문제정의 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제를
예측하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가 국민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 

소셜벤처들과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문제해결의 임팩트와 재무적 성과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들은 사회문제해결R&D의 든든한 우군으로서 실제 사회문제해결의
102
103

사회문제해결형R&D 정책 연구는
국민을 향한 착한 연구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 개정프로세스의

2021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

모니터링 개선 방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연구책임자 이상남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

절차를 단순화하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근거·영향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부R&D 정책관계자들이 과학기술분야별 투자현황을 용이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분석 정보를 제공하려 하였습니다.


■ 분류체계에

기술키워드를 접목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관 내 인력, 예산 등 업무기반

구축과 안정화, NTIS시스템, 조사·분석체계 등 정부R&D 동향 파악 체계 개편이 후속되어야
완성되므로 기관차원의 적극적이고도 물리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에

기반 한 융합연구 분석 결과의 실질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융합연구에 대한 분석이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 다양한

전문가들의 검토 및 의견을 반영하는 개정프로세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개정프로세스
운영과 전문가들의 용이한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정부R&D 투자의 시의적절한 모니터링과 계획 수립을 위해 분류

▶ 

체계를 개편하고자 했습니다.
과학기술분야간 융합되고 협력하는 연구동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 

검토하고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개정프로세스

활용 및 외부전문가와 협력) 체계화되고 절차화된 단계별 개정프로세스를

통해 분류체계 개정을 진행하고 과학기술키워드를 분류체계에 접목시키는 개선 방안 검토 및
융합연구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심층분석을 강화 했습니다.
제안된 개정수요가 실제 정부R&D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 

파악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입력항목으로 임시분류를 설정하고 개정후보분류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분류체계 전문가와 협력연구를 수행하여 부상하는 과학기술분야를 조기에 탐지할 수

▶ 

있도록 과학기술키워드를 분류체계에 접목 시키고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융합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현황 외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 

융합연구와 비융합연구간의 차별성을 연구주제, 성과 측면까지 확대하여 살펴보는
심층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개정수요
조사‧발굴
(’18/’20)

개정타당성
평가대상 선정
(’19/’20)

근거/영향
모니터링
(’20∼’21)

개정타당성
평가
(’22)

정규분류
개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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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5단계: ’18~’22)

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16개

개정후보 중분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과제수, 연구비 측면에서 3개가 차기

개정에 기본적으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과학기술
키워드를 분류체계에 접목시키는 운영방안을 키워드 체계구성, 관리방안, 활용방안

등의 차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 융합연구
심층분석을 통해 융합연구와 비융합연구 간 16개 대분류차원에서의 연구주제 차이

및 사업차원에서의 성과 차이를 파악하였습니다.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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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정부R&D 투자의 항해도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한국판 뉴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주도 지역R&D 혁신전략 연구

■


규제
접근방식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경제는 규제의 방향성이 다르므로 Two track 접근이 필요합니다.

▶ 

또한, 기존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역단위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구매

▶ 

제도를 활용하여 녹색경제에 적합한 제품들이 시범적으로 출시되고 시장에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디지털
전환의 투자에 대한 분석 결과 3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 

연구책임자 김성진

정책적 대안수립이 매우 시급하며 둘째 지역별 강점을 살린 디지털전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노동대체 현상을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주요국들이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한 녹색경제로 전환 하기 위해 어떤

▶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우리가 나아갈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연구내용



HOW

해소하고, 지역 내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전환과
녹색경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

바를 살펴보았습니다.

■ 주요국들이

디지털 전환·녹색경제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디지털

전환 산업의 물적 투자 관점에서만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연구개발

투자 관점에서 정량적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산업연관분석에서 지역단위로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은

▶ 

데이터 분석 작업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했는데 향후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연구개발 관점에서 분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전환을 단순히 산업 재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전략관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접근하며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EU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Industry 4.0 전략차원에서 접근할 뿐만 아니라 보안관점에서

▶ 

추진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으며 디지털 전환과 녹색경제 전환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전환이 늦어진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

▶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유사하게 녹색경제의 목표를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입니다.

■ 디지털
전환사업에 투자가 지역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 

연구성과

WHAT



■

지역 기반의 기술 및 혁신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이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

과제를 통해

▶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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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녹색성장은 수요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경제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녹색경제 정책의 접점이 부족하므로 두 정책의 시너지가 발생할

▶ 

수 있도록 통일된 정책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디지털

전환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업단위의 지원으로 지자체 차원의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을

디지털·녹색경제 전환은

▶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운명

이다.

KISTEP 연구성과

주요 연구과제 소개

국가 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에 대한 연구
(그림1)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조사 종합 결과(’18~’21)

연구책임자 홍세호


■ 대부분의

질의에서 최초 조사 대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사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상당수의 질의에 대한 인식수준이 하락, 혹은
현상유지에 그친 것에 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연구목표



WHY

과제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나요?


■ 과학기술

특히 창업·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 중소기업의 성장 관련 인식 수준과 연규환경 규제에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통계 등 정량 자료, 공청회 등은 이해의 폭에 한계가 있을

▶ 

대한 인식 수준이 최초 조사대비 큰 폭으로 향상되어 최근의 활발한 스타트업 활동을

뿐 아니라, 연구현장의 과학기술 정책 체감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국가 과학기술 전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한 정기적·종합적 인식조사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대안 마련의

또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 여성 친화적인 연구환경 및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혁신법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인식수준도 상당한 폭으로

특히, 그간 과학기술 정책의 대상이자 수요자인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과학기술현황 및

▶ 

향상되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확인하기보다는 특정 주제, 혹은 일시적인 조사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자료의 축적과 정책운용 성과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연구내용



HOW

어떤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셨나요?


■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시행주기(’18~’19)에 맞춰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질문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인식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인식조사 설계) 인식조사는 정치체제, 혁신주체, 혁신활동, 성과활용 및 확산, 그리고

▶ 

(그림2)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조사 혁신주체(산업계) 부문(’18~’21)

인프라 및 제도 등 5대 부문에 부문별 2~4개 항목, 항목별 4~5개 질의로 구성하였습니다.
- 각 질의는 조사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일반질의(44개)와 특정 정책을 중심으로


■ 다만
교육 및 인재육성·활용 분야와 산학연간 연구개발 협력 관련 대부분의 질의에 대한 인식

필요에 따라 조사하는 심층질의(9개)로 나뉩니다.

수준이 낮은 편이고 조사 기간 동안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식조사 대상) 과학기술 정책 입안 및 운용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리더십

▶ 

그룹*)과 현장에서 직접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연구자 집단(연구현장 그룹**)으로 나누어 약
4,000명의 대상 pool을 구성하였고 조사마다 1,000명 이상의 응답을 확보하였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정책 형성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
** 우수성과자,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의 주요 경영자 등

- 정책관여도 외에도 소속기관의 유형(산·학·연), 연령에 따른 응답의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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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WHAT



과제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 1기

기대효과



TO BE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향후
1기 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18~’22)의 결과 종합 분석을 통해 해당 기간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변화의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현장의 정책 수용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 또한,

제2기 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에서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본계획의 성과 점검에 활용하여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R&D 예산의 규모는

충분한 편이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국내총생산 등 경제적 측면의 기여가 국가·사회 문제,
지역현안 해결 측면의 기여보다 큰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중견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 

대응한 기술자립화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가 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는
연구현장의 속삭임

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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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ISTEP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견인하는 Think-Tank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과학
기술 혁신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며 연구자들이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도록 R&D
제도를 정비하고, R&D의 성과를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2021 KISTEP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
2021년 0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정부
부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가 온라인 웹페이지 및 생중계 지원

주요활동

다시보기

2

사회 전승수 KISTEP 사업조정전략센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이버TV, 유튜브 채널

rnd2021
카카오TV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이 행사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27.4조 원)에 대해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주요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안내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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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김상선 KISTEP 원장

3

개회사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021 KISTEP

주요활동

1

개원 22주년 기념식
2021년 02월 01일

개원 22주년을 맞이하여 충북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인원만 참여하여 진행했고, 내부

기념촬영

온라인망으로 생중계했다. 개원 기념식은 김상선 KISTEP 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반부패청렴상, 베스트 이슈페이퍼상, 우수연구성과상, 학술상,
이달의 우수직원, 장기근속 공로상, 우수 부서상, 공감 KISTEP인, 올해의
KISTEP인 등 각종 포상 시상으로 구성됐다.

수상자 명단

박석종 R&D예산정책센터 연구위원

7. 우수 부서상

정정규 예비타당성조사 2센터 연구위원

[최우수부서]

이장재 혁신전략연구소장

제도혁신센터

엄익천 혁신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우수부서]
과학기술정책센터

1. 반부패청렴상
강영 재정관리실장

4. 학술상

사업조정전략센터

윤은엽 책임전문관리원

안상진 예비타당성조사 3센터장

총무전산실

여준석 거대공공사업센터 부연구위원
2. 베스트 이슈페이퍼상
변순천 정책기획본부장 외 12명

김준희 성과확산센터 부연구위원

8. 공감 KISTEP인상

황인영 혁신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공감 KISTEP인 1등]
한민규 연구위원(노조지부장)

김선재 예비타당성 3센터 연구위원
이선명 성장동력사업센터 위촉연구원

5. 이달의 우수직원 상

[공감 KISTEP인 2등]

나영식 성장동력사업센터 전문관리원

조길수 미래성장정책센터 부연구위원

오정헌 시설운영실 전문관리원

이장재 혁신전략연구소장

박종록 예비타당성조사 부연구위원

엄익천 혁신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신지혜 인재경영실 전문관리원

9. 올해의 KISTEP인상
진영현 성장동력사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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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연구성과상

6. 장기근속 공로상

김진용 미래성장정책센터장

[20년 근속]

임현 기술예측센터장

황지호 경영기획본부 선임연구위원

홍미영 생명기초사업센터장

[10년 근속]

이재훈 제도혁신센터 연구위원

신애리 사업조정본부 부연구위원

김선교 기관평가팀 부연구위원

홍미영 생명기초사업센터장

유거송 생명기초사업센터 부연구위원

조성호 예비타당성조사 1센터장
김은정 예비타당성조사 3센터장 연구위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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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NTIS팀장

2

베스트 이슈페이퍼상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3

최우수 부서상 제도혁신센터

기관개요
2021
KISTEP

주요활동

2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회사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021년 02월 18일

주제발표 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 1부는 투자방향(안)에 대한 발표 및 패
널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졌고,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1

패널토론

3

패널토론 생명의료 전문위원회 최 선 전문위원장

패널토론 기초기반 전문위원회 유경화 전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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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ISTEP

주요활동

머니투데이
키플랫폼 2021
2021년 04월 29일

김상선 KISTEP 원장은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1 키플랫폼’(K.E.Y. PLATFORM 2021)에 참여해

1

2

김상선 원장은 코로나19 이후의 넥스트 노멀 시대를 정의
한국형 뉴딜사업, 소재·부품·장비 고도화 전략,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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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김상선 KISTEP 원장
118
119

탄소중립·GVC 재편...넥스트 노멀 시대 과학기술 키워드
지난 1년은 '질문의 시간'이었다. 코로나19는 도대체 왜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재앙이 끝나기는 할지, 백신은 언제 맞을 수 있
을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지, 당장 답을 알 수 없는 질
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29일 머니
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1 키플랫폼'(K.E.Y. PLATFORM
2021) 특별세션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과 과학기
술적 대응 방향을 발표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전염병 피해를
증폭시키고, 신종감염병의 창궐을 더 빈번하게 할 것이라고 경
고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세계 각
국이 이전에 비해 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했
다. 신재생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기술에 대
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하고 정부가 코로나19 등 바이오·헬스 분야 R&D 강화,

데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4.27

김 원장은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넥스트 노
멀' 시대를 예측한다. 에너지·자원 오남용, 신종전염질환, 재난
재해 등 지구촌 문제 빈발,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불안정성,
정부의 역할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협력, 인포데믹 문제, 소득·
디지털 등 각종 격차 등이다.

‘과학기술이 이끄는 넥스트 노멀시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탄소중립 추진 등에 자원을집중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언론보도기사

GVC 재편 움직임도 활발하다. 한 지역의 보건위기가 GVC를
타고 전세계의 경제위기로 퍼지는 현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가로
막던 다양한 이해관계는 코로나19라는 외부충격으로 한순간
무너졌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해결사 역할을

머니투데이 기사 원문 보기

한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던 가짜뉴스 문제와 정
부·전문가에 대한 신뢰 확보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의 격차 심
화 문제도 고민거리다.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마련됐고, 과학기
술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감염병 등 바이오헬스 R&D 강화,
한국판 뉴딜, 소부장 고도화 전략, 2050 탄소중립 추진 등이 그
예다. 정부는 올해 정부 R&D 예산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
한 27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빠듯한 나라 곳간
사정을 감안하면 과학기술계에 거는 기대가 상당함을 알 수 있
다.
KISTEP은 2045 미래사회 전망,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
망기술 선정 등에 이어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2021 과학기술혁신 정책 어젠다'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키플
랫폼 발표를 통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응 △기술패권 경쟁
본격화 대응 △국민체감도 제고 △기반 조성 등 4개 정책방향
으로 이뤄진 과학기술 혁신 정책 어젠다의 세부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윈스턴 처칠이 남긴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인용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굳은 믿음 때문이다.
김 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일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었던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하면서 1년 만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
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어려움이 많지만 이 위기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1 KISTEP

주요활동

2

제1회 과학기술외교포럼
2021년 0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제1회 과학

다시보기

개회사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기술외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외교의 의미와 국내외 현황 및 한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3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으며, KISTEP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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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4

패널토론

주제발표 김승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패널토론 좌장 배영자 건국대학교 교수

2021 KISTEP

주요활동

KISTEP 사랑의 헌혈 운동
2021년 06월 28일

후원기관 방문
2021년 8월 30일

KISTEP 임직원 일동은 진천 평안의 집과 음성 꽃동네 아동복지
시설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하였다. KISTEP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분들에게 공공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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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23

2021 KISTEP

주요활동

2

제13회 KISTEP-ISTIC STI
교육·훈련 프로그램
2021년 8월 27일

프로그램 현장 진행사진

KISTEP은 UNESCO 산하 개발도상국 과학기술협력 지원기관인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ISTIC)’와
공동으로 ‘제13회 KISTEP-ISTIC 과학기술혁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한 본 프로그램에는 아시아(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우간다 등) 및 남미(브라질, 페루 등) 총 15개국 과학기술 관련 정책결정자 19명이 참가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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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3

강의 최문정 KISTEP 기술예측센터장

2021 KISTEP

주요활동

2

축사 김상선 KISTEP 원장

3
1
연구윤리가이드라인 토론회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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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에 따라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구기관·연구자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패널토론

4

주제발표 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

환영사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5

축사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2021 KISTEP

주요활동

기념촬영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다시보기

2021년 11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레벨 4 이상 자율
주행’ 기술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패널과 수행한
기술영향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KISTEP 유튜브 채널
에서 다시 볼 수 있다.

1

발표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2

발표 이재신 기술영향평가위원장

발표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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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최문정 KISTEP 기술예측센터장

4

인사말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2021 KISTEP

주요활동

2

제2회 과학기술외교포럼
2021년 1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제2회 과학

다시보기

기술외교포럼이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술패권 시대의 과학기술외교 대응방향에

개회사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3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하였으며 KISTEP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환영사 김상선 KISTEP 원장

사회 김진하 KISTEP 국제협력정책센터장
축사 양항자 국회의원

1

발제 김원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기념촬영
축사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발제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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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ISTEP

주요활동

간담회

2

축사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개회사 김상선 KISTEP 원장

특별강연 김병건 조달연구원 센터장
김정태 MYSC 대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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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R&D
성과 기술 설명회
소셜테크페어
2021년 1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1 사회문제해결R&D 성과
기술설명회 소셜테크페어’를 개최했다. 소셜테크페어는 개회식과 기술설명회로
나누어 3일에 걸쳐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으며, 사회문제해결플랫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132
133

다시보기

3

주제발표 강동우 아트와 대표

주제발표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

2021 KISTEP

SEE-KISTEP
Think 2022 대토론회

주요활동

2

다시보기

2021년 12월 09일

개회사 김상선 KISTEP 원장

‘SEE-KISTEP, Think 2022 과학기술혁신정책 대토론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대표적인 씽크탱크로 자리매김한 KISTEP이 한 해의 연구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내년에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할 15대 혁신 아젠다를 제안하는 자리다.
전체 행사는 KISTEP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오프라인 행사는 KISTEP
본원(충북혁신도시, 7~8일) 및 엘타워 오르체홀(양재동, 9일)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1

기념촬영

3

발표 손병호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

4

패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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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전경

2021 KISTEP

KISTEP 수요포럼

포럼입니다.

제131회 KISTEP 수요포럼

제136회 KISTEP 수요포럼

제137회 KISTEP 수요포럼

02-04

02-26

07-07

08-05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R&D 방향과 역할

해상풍력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해법

감염병 R&D의 현주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가 나아갈 방향

영상 바로가기

영상 바로가기

영상 바로가기

영상 바로가기

제132회 KISTEP 수요포럼

제133회 KISTEP 수요포럼

제138회 KISTEP 수요포럼

제139회 KISTEP 수요포럼

04-07

04-16

09-02

10-07

'로봇'이 바꾸는 미래 의료 현장

디지털 뉴딜, AI융합 서비스 사회를
위한 데이터 댐 구축

양자통신의 미래 양자암호에서 양자인터넷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제론테크

영상 바로가기

영상 바로가기

영상 바로가기

KISTEP : annual report

제134회 KISTEP 수요포럼

제135회 KISTEP 수요포럼

제140회 KISTEP 수요포럼

제141회 KISTEP 수요포럼

04-30

05-27

11-05

12-10

정부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의 미래는?

대형연구시설장비에서 과학적 협력과 합의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새롭게 열리는 가상세계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역R&D 역량 강화

영상 바로가기

137

이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논의하는 기관 대표

제130회 KISTEP 수요포럼

영상 바로가기

136

KISTEP 수요포럼은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 바로가기

영상 바로가기

영상 바로가기

2021 KISTEP

KISTEP 발간물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KISTEP
ISSUE PAPER

기술동향브리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동향, 산업동향, 정책동향, 투자동향을 고루
살펴봄으로써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R&D 투자 정책에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KISTEP 이슈페이퍼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와
현장의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깊이 있는
시사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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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통계브리프

KISTEP
미래예측브리프
미래예측브리프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환경

통계브리프는 과학 기술과 연구 개발 관련 최신 통계를

변화 탐색과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미래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현안에 대한

중요하게 등장할 과학기술 관련 이슈 등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자료입니다.

2021 KISTEP

KISTEP InI
(Inside and Insight)

Asian Research Policy
(ARP)

정책전문지 KISTEP InI는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과 다양한

정책전문지 ARP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중심국의 과학기술

과학기술 분야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깊이 있는 정책적

정책·방법론 연구, R&D 투자 및 평가 관련 현황과 이슈를 수록하며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 4회 발간하며, 전문가 칼럼,

연1회 발간되는 영문 저널입니다.

발간물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ISTEP : annual report

KISTEP R&D and Beyond
KISTEP R&D and Beyond는 KISTEP의 주요 업무 성과와 활동을 국제적
으로 알리고, 유관 기관들과의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R&D
통계, 주요 정책 이슈와 동향 분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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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ISTEP 주요 추진계획
●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획·조정 지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기획

●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 기획

●

과학기술인재 정책 기획

●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 분석·전략 연구

●

국가전략기술 육성·보호 종합전략 수립 지원

●

탄소중립 R&D 전략수립 지원

●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 지원

과학기술예측 및 기술영향·수준평가

●

연구개발투자 효율화 이슈분석

●

성장동력·소재부품장비 정책 및 다부처공동연구 기획 지원

●

연구개발 투자전략 기획역량 강화연구

●

과학기술외교 및 국제협력 전략기획

●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

국가연구개발 및 과학기술통계 생산/분석/활용·확산

●

국가연구개발 제도혁신의 기반 강화

●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활용·확산

●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

정부R&D 예산편성 지원 및 기반 연구 추진

●

연구자 중심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개발 구축 및 단계별 운영 전환

●

맞춤형 국가R&D 기획·관리 통합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편성지원
국가 과학기술혁신

범부처

정책 기획 및

연구지원시스템

수립 지원

통합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과학기술
KISTEP :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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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및 전략
수립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및 예산
배분·조정 지원

조사·분석·평가 및
성과확산

2021년 KISTEP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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