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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1999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가 16조를 넘어선 2001년을 기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 및 평가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무려 3.75배나 증가했으며, 그 과정을 동고동락하며 과학기술 정책기획,

발간사

조정, 평가, 성과 확산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함께 매년 예산 배분과 조정, 과학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평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통계 분석 및 DB 구축, 증거기반 성과평가와
상시 심층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R&D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총괄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들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공과대학 혁신방안, 미래사회 안전을 위한
10대 유망기술 발표, 무인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 기술영향평가 등 새로운 환경 변화를
맞이하는 과학기술 관점의 효과적 책임과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의 국정 운영철학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그 핵심인 13대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부문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스웨덴 노벨박물관, 독일 린다우재단과 함께 5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아이디어 스케치
전시회인 ‘Sketches of Science’, 12월에는 말레이시아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ISTIC)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고위정책결정자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해외에서도
우리의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뒤돌아보면 2001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본격 출범한 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13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가 59조 3,009억
원으로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15%로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물론 절대규모로 비교하면 미국의 1/8, 일본의 1/4 수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경계하는 중국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구 강국인 영국의 1.3배,
혁신성 높은 이스라엘의 5.4배 규모로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1위 규모의 연구개발투자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혁신 주체들의 변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이전 정부 연구개발 주도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제품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면, 그 이후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철강 등이 최고 수준의 품질로 세계
시장을 휩쓴 것은 민간 기업들의 활발한 연구개발 역량 향상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증가하는 정부 연구개발비 규모에 비례한 성과를 기대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과거 국가 혁신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연연구원과
연구개발 제도 등은 반복적인 혁신의 대상이 되었을 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아직 IMF 여파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금보유액은 무려 약 4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 수준이지만, 새로운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가장 빠른 혁신의 수단인 인수합병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당연히
빠르게 전개되는 선진 기업들의 혁신 속도에 뒤쳐져 아직도 추격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확보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오랜 시간 막대한 현금보유를 통해 소비위축과 국가경제에 폐해를 가져오는
케인즈의 ‘절약의 패러독스(Paradox of Thrift)’에 빠졌고, 정부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할지
고민만 하는 ‘혁신의 현기증(Innovation Vertigo)’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우리
과학기술계의 현실입니다.
2015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광복 70주년일
뿐만 아니라, 1967년 설립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과학기술처
설립 50주년을 2년 앞둔 시점으로, 본격적으로 그 간의 과학기술정책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설계해야할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간 지엽적으로 논의되던
혁신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산학연관(産學硏官)이 함께 모여 ‘혁신의
혁신’을 논의하는 원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성장과 그에 따른 성장통을
함께 해온 저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보다 선도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4년 주요 연구 성과와 다양한
활동들을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돌아보고, 앞으로 50년 동안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과학기술계 종사자 및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저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를 선도하는 세계적 싱크탱크로 발돋움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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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돌이켜보면 과학기술계 안팎에도 어느 해 못지않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 창조경제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창업 기업 수 증가, 벤처에 대한 관심 고조 등 긍정적인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세월호

과학기술 분야 규제 개혁

사건, 원자력발전소 해킹, 에볼라 공포 확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도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KISTEP은

정부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 개혁에

연차보고서 발간에 맞춰 2014년의 과학기술계 이슈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으며, 2회에 걸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규제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IoT(사물인터넷)·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와 창업 분야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혁신제품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현장 수요 중심의 규제 개선이 본격
추진되었다. KISTEP은 내부 조직에 규제개혁센터를 신설하고 온라인 규제개선고(www.
regulationfree.or.kr)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의 입체적인 규제 발굴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설문조사, 온라인, 옴부즈맨 등을 통해 총 660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중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31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 추진 본격화

新위험 사회, 과학기술의 역할 대두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핵심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의 추진이 본격화
되었다. 1월에는 민간 주도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지방으로 창조경제를

지난 4월 온 국민을 비통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학기술계에서도 자성의

확산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발족시켰고,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안전 분야에 소홀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세월호

2월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해 국민 행복 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했다.

사건뿐만 아니라 싱크홀, 산업단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정보 보안 해킹 사건 등 재난 안전

또한 국민소득 4만 불 실현을 위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하여 본격
추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제기되었다. 재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

출범했다. 3월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 전북, 경북에 센터가 마련되었고 2015년

기술 분야 R&D를 강화해야하는 전환기를 맞았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가져올

내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규모 창업 펀드도 잇따라
조성되었으며, 적극적인 벤처 육성 정책에 따라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영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에

증가하는 등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필요가 있다. 안전이라는 키워드는 향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화두로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첨단 기술 개발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 분위기로 인해 정작 국민의

관련 대형사고가 빈발하면서 신 위험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빠른 수습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재난 안전

대응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확대될
과학기술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존재 가치를 내보이기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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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중심의 창의 교육시스템 필요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핵심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필요성과 선진국들의 움직임에 반하는 과학교육 축소로 인한
우려였다. 국가 교육과정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과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과학교육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과학기술계는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과학적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무력화된 국가교육과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학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요구 증대
정부의 R&D 투자가 18조원을 넘어서고 논문, 특허 수가 세계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역량은 양적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우수 연구 성과의 사업화 실적 등 질적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현재
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R&D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교과군의 필수 이수 단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KISTEP은 11월과 12월 총 세 차례에 걸쳐
‘R&D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주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의견으로는 장기적 안목의 R&D 예산 투자 전략 마련, 도전적이고

국가 차원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수립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사업 목표 설정, 산업과 시장수요를 반영한 사업 기획,

시대적 변화를 진단해 우리가 직면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인재상을

우수 기초-원천 연구의 후속 개발연구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질적

정립하고 생애 전주기적 관점에서 교육개혁을 논의·추진해야 한다.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수월성에 대한 명확한 보상, 성과

과학을 기본적 소양으로 인식해 초중고 교육 단계별로 학교에서

사업화를 위한 총체적 지원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경제의

가르칠 수학·과학 교육 콘텐츠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골든타임인 지금, 선진국형 연구개발 시스템을 위한 대대적인

수립해야 한다.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노벨과학상에 한걸음 더 가까이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 19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과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2014년에는 미국 톰슨로이터가 선정한 ‘올해의
노벨상 수상 예측 인물’에 한국인 최초로 유룡 교수(KAIST 화학과 특훈 교수 및 IBS 단장)와
찰스 리 교수(서울대 의대 석좌초빙교수)가 명단에 올랐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톰슨로이터는 세계적 학술정보 서비스 업체로 자체 보유한 연구인용 DB 분석을 통해 2002년
부터 매년 유력 노벨상 후보자를 예측·발표하고 있다. 예측적중률도 높아 지난해까지
발표한 156명의 후보 중 25명(16%)이 실제 노벨상을 수상해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인
노벨과학상 배출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아쉽게도 한국인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배출되지 않았지만 한국인 과학자들의 위상이 높아졌음은 실감할 수 있었다.
노벨상 수상을 맹목적으로 쫓을 것이 아니라 단기적 성과 창출 정책에서 벗어나 창의적

정부연구기관 통합관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원·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7월
16일 공식 출범했다. 1999년부터 운영되어 온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해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5개 정부출연연구소의 고유임무 확립,
융합연구 활성화,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 공통 애로사항 해결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 연구회 출범으로 인해 그동안 지적됐던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출연연의 업무 수행, 출연연간의 소통 및 협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출연연이
자율과 책임성을 가지고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장기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연구 문화를 조성한다면 이는 결국 기초연구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노벨상
수상에도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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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 0 1 4

July
January

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업무 협약 체결(7.4)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특정평가,
기관평가 결과 발표(미래부 공동,7.23)

•2014년도 KISTEP 시무식 개최(1.2)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공청회 개최
(미래부 공동,1.21)

February

•‘창조경제 성숙 국가로 가는 길’ 포럼 및
개원 15주년 기념식 개최(1.23)

02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K2Base) 대국민 오픈(2.1)
•지역 과학기술 유관기관 토론회 개최
(미래부 공동,2.4)

March

03

•연구비 사용 상담 및 부당집행 사례집 발간
(미래부 공동,3.7)

04

•2014년도 연구성과관리 실시계획 수립
(미래부 공동,4.10)
•2015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수립
(미래부 공동,4.10)
•러시아 고등경제대학(HSE) 업무협약 체결(4.11)
•KISTEP-WISET, 여성과기인재 육성·활용 위한
업무협약 체결(4.16)

05

•‘사물인터넷시대, 새로운 도전과 기회’
KISTEP-YTN사이언스 공동 포럼 개최(4.22)

•카자흐스탄 국가기술개발원 업무 협약 체결(5.22)

•‘노벨과학상을 향한 기초연구의 나아갈 길’
KISTEP-톰슨로이터 공동 포럼 개최(5.30)

June

06

•국가재정운용계획 R&D 분야 공개토론회 개최
(재정부 공동,6.5)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미래부 공동,6.9~13)
•‘통일한국의 미래와 과학기술’ 제4회 KISTEP
미래포럼 개최(6.13)
•과학기술 젠더혁신포럼 창립총회 개최
(WISET 공동,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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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R&D 예산배분·조정(안) 국과심
운영위 및 본회의 심의·의결(미래부 공동,7.30)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1차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미래부 공동,9. 2)
•창조경제시대 미래인재양성교육 국민대토론회 개최
(기초과학학회협의체 공동,9.3)
•2014년 하반기 기술성 평가결과 발표
(미래부 공동,9.22)

November

August

08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사업 재원배분방안 수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8.1)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발간
(미래부 공동,8.8)
•과학기술 젠더혁신 1차 정기 토론회 개최
(WISET 공동,8.19)

09
October

10

•스케치 오브 사이언스 전시회 기념 포럼 개최
(10.13) 및 전시회 주최(10.14~11.23)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미래부 공동개최,10.16)

11

•한국연구재단과 업무협약 체결(11.4)
•‘성과확산대전’ 우수성과 전시회 개최
(미래부 공동,11.5~7)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2차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미래부 공동,10.17)
•과학기술 젠더혁신 포럼 2차 정기토론회 개최
(WISET 공동,10.28)

•제9차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참석(11.10~11)
•중국과학원 과기정책관리연구소(CAS/IPM),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과 업무 협약 갱신
(11.11)

•국과심 전문위원 워크샵 개최(미래부 공동,5.12)
•창조경제형 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미래부 공동,5.27)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수여식 및 전시회
개최(미래부 공동,7.24)

September

April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미래부 공동,3.25)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결과 발표
(미래부 공동,7.23)

•온라인 규제개선 사이트 「규제개선고」 개설
(미래부 공동,2.28)

•2014년 상반기 기술성 평가 결과 발표
(미래부 공동,3.5)

May

07

•2014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미래부 공동,11.12)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판 발간
(11.12)
•제1차 R&D 혁신 대토론회 개최(미래부 공동,11.13)
•‘창의적 융합의 미래, 과학적 상상의 현실화’ 제5회
KISTEP 미래포럼 개최(11.18)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개최 (11.19~20)
•KISTEP Science Talk 개최(11.21)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 발표
(미래부 공동,11.21)

December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발간
(미래부 공동,12.2)
•2014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결과 발표
(미래부 공동,12.3)
•제2차 R&D 혁신 대토론회 개최(미래부 공동,12.4)
•우간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12.5)
•제6회 KISTEP-ISTIC 개도국 고위정책자
과학기술혁신과정 개최(12.8~12.12)
•제3차 R&D 혁신 대토론회 개최(미래부 공동,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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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 실적
주요 성과
2014년 추진 연구과제 목록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 ● ● 주요 연구 실적

┃ 2014

주요 성과

01

국가 과학기술 예측·기획 선도기관으로 도약
○ 2014년 이슈별 미래예측 및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02

주요 과학기술 정책·계획 수립의 핵심 역할 수행
○ 중장기 정책기획, 정책분석·조정,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동향·이슈 분석

– 통일사회 전망 및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이슈별 미래예측 수행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3년 실적점검 및 2014년 시행계획 수립

– 미래사회 안전을 위한 10대 유망기술 발표(’14.2), 유망기술 홍보책자 ‘미래탐험 레츠고’ 제작 및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시스템 및 R&D혁신방안 수립

전국 853개 공공도서관 배포(’14.9)

○ 기술수준평가 및 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향 평가 수행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지난 2년 동안의 기술수준 변화와
원인 및 향후 기술수준 향상 방안 분석
– ‘무인 이동체’(장기실현기술), ‘초고층 건축물’(단기실현기술)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
윤리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정책적 대안 제시

○ 국가과학기술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추진
–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 로드맵’ 수립지원으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목표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14.4)
–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기반 연구’로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기본방향(안) 수립 및 다양한 사회문제의 지속적 발굴과 과학기술적 대응 방안 모색
–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장기도전과제 조사분석’에서는 미래의 생존과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 후보(안) 확정 및 분석 추진중

–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조사·분석 및 심층분석
–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분석’(총37회) 및 ‘이슈페이퍼’(총20호) 발간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적 지원
– 온·오프라인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조성 방안 제시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모델 개발 및 정책적 지원
– 13대 미래성장동력 육성 실행계획 수립

○ 과학기술인력정책 수립 및 통계기반 구축
– ‘과학기술인 복지지원 종합계획’ 등 과학기술인력관련 시책 수립 및 ‘공과대학 혁신방안’ 등
이행사항 점검방안 마련
–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방안’ 수립 및 해외 신진연구자 신규 사업 기획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책이슈 발굴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 지방R&D 실태조사, 지방과학기술연감 등 통계 작성

○ 과학기술분야 규제개선방안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총 31개(상·하반기 각 21개, 10개) 추진과제 선정
–온
 라인 ‘규제개선고’ 개설,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및 국민 규제개선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기술료제도 개선
– 국가 R&D사업의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 과학기술혁신정책(K-STIP) Scoreboard 및 Insights 발간
– 과학기술혁신정책 7대 부문*별 Scoreboard 발간
* 과학기술인력, 지방과학기술산업, 국가R&D성과, 민간기술혁신, 과학기술국제협력, 산학연협력, 아시아
혁신

–과
 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와 부문별 정책이슈에 대한 현황, 원인 및 문제점, 정책대안 제시 등
K-STIP Insights 발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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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발굴 및 홍보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전담 지원 체계 확립

–국
 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인증서 수여식 및 전시회 개최(’14.7.24~27), 사례집 발간,
하반기 성과 전시·홍보 등

○ 2015년도 투자방향 및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업무 전담 지원
– 2015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지원

○ 과학기술정책 전문지* 및 학술지** 발간

–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 DB화 및 상세 현황 분석 지원

* 국내: KISTEP InI (Inside and Insight), 국제: KISTEP R&D and Beyond
** ARP (Asian Research Policy)

– 사업구조개편, 예산 낭비요인 제거 등 정부 R&D 예산 심의 지원
–2
 015년 주요 R&D 예산 12조 3,902억원(‘14년 대비 2,767억원 증액)을 배분·조정하고,

○ 개방형 과학기술혁신 정책기획·조정 네트워크 구축 및 선진화

계속사업의 구조조정 등 효율화를 통해 6,866억원*의 절감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주요 정책

–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사업평가 업무 지원 서비스 고도화

이행 소요에 재투자
* 유사중복 정비(3,264억원), 평가결과반영(868억원), 심층재검토(418억원) 등

		 ※ 신
 기술 동향 및 영향 분석, 행정체계 개편을 반영한 중장기계획 연계 분석, 예산현황 시계열
분석, 평가대상 사업 및 위원 분석 지원 서비스 등

○ 정부R&D 예산 상시 심층분석 체계 구축·운영

– S&T정책의 과학화 기반 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인프라 개선

– 사업목적·내용·수행주체·추진체계 등 사업속성 및 기술특성을 심층 조사·분석하여 유형별
사업정비방안 도출
– 유사·중복 사업 정비, 계속사업 심층 재검토 등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수립 지원

05
0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 위상 정립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기관으로서 조사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표준지침
(제2판) 발간(’14.1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전문기관으로 발전
○ 국가R&D사업 조사·분석, 과학기술통계DB 구축 및 심층 분석 전담 지원
–2
 013년도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32개 부처·청·위원회(범부처 포함) 16조 9,139
억원) 조사·분석 실시
–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및 과학기술 통계백서 발간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및 IMD 등 주요 경쟁력 보고서 분석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기반 성과평가 수행
– 질적 우수성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수행(109개 사업)
– 과학기술정책 이슈 중심의 특정평가 수행(5개 사업군, 3개 개별사업)

※ 표준지침 제1판 : ’11년 12월 발간

○ ’08년 이후 총 112개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 104개 사업, 적정성 재검토 8개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의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제도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조
 사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법론의 고도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개최’(4회)
–제
 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 및 R&D사업 기획역량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실시’(2회 : 서울, 광주)
		 ※ 2012년부터 매년 서울과 지역을 각 1회씩 실시

– 기관 맞춤형 출연(연) 상위평가 수행(4개 부처·청·위원회, 2개 연구회)
– 미래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10개 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를 수행

○ 국가R&D성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및 확산 체계 구축 지원
– ‘2014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추진
– 2015년 지식재산사업 중점투자방향·재원배분방향 수립 지원
		 ※ 2015년도 핵심 지식재산사업(33개)의 투자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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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추진 연구과제 목록

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전략 수립
01
02
03
04
05
06
07
08

2014년 기술수준평가
2014년 기술영향평가
2014년 이슈별 미래예측
2014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
2014년 유망기술 미래성장동력화 전략방안 도출연구
2015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 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기반 연구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수립 지원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조정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방안 기획연구
지방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분석

18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상위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사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 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연구
2015년도 지식재산사업 재원배분방향 설정 연구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2014년 범부처 과학기술통계 분석
2013년도(조사대상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2014년 국내외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통계브리프 발간
2014년 주요 경쟁력 보고서의 과학기술경쟁력 종합분석
2014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미래성장동력 육성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에 대한 기획연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기술규제개선방안 연구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간접비 산출제도 효율화 및 연구관리시스템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창조경제형 연구개발시스템 정립 방안연구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2013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심층분석
민관합동 공과대학 혁신위원회 운영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방안 연구
2014년 과학기술정책 선진화를 위한 고급분석자료 개발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평가·성과 확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정책 이슈 발굴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체계 개선 및 표준지침 개정
2014년 국가R&D 사업 사전분석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일관성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 R&D부문 시장규모 예측 방법론 연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R&D예산 편성 지원
정부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이슈분석 및 정책기반 구축
정부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실패 사례 연구
지특회계 R&D 사업의 효율성 측정 방법 개발 및 적용 - 혁신 클러스터 구축 목적의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R&D 투자의 효과분석 모형에 대한 탐색연구
융합R&D 추진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2015년 정부R&D 예산배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2015년 정부R&D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효율화 방안연구
2014년도 글로벌R&D 투자동향 분석
바이오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전략 재정립을 위한 파급효과분석 프레임워크 수립 연구
전략적 예산배분을 위한 생명·보건의료 분야 R&D 분류기준수립
포트폴리오 및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략적 R&D 재원배분 방안 마련
유사·중복·연계성 분석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시범연구-이차전지와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정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 간 융합연구에 대한 투입-성과 구조 분석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기초 연구과제 지원 방안 연구
기술융합지수 분석을 통한 서비스R&D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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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수준 도출

│ 2014년 기술수준평가

○ 응답 확신도를 고려한 기술수준 조사
		 –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격차는 전문가들 응답에 전문가별 응답 확신도(5점 척도)를
가중치로 반영

연구책임자 이승룡

○ 국가전략기술, 기술 분야, 국가 차원의 기술수준 및 격차 계산
		 – 이상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응답값 중 중간값(median)을 해당 기술 수준으로

▶ 연구목적

선택

■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현 기술수준에 대한 체계적 진단이
중요

		 – 국가전략기술을 10개 분야로 분류하고 분야별 평균값 및 120개 국가전략기술
전체의 평균값 도출

○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 기술수준 종합분석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수준평가 도입
		 – 기술수준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주요국(미국, 일본, EU, 중국 등 4개국) 대비

○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신뢰성 향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델파이조사 및 논문·특허

우리나라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각 국가전략기술별로 분석

○ 2 년 주기 기술수준평가를 통해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 미래성장동력 산업 분석

대상으로 기술수준 발전정도를 지속 점검

○ 국가차원의 주요 중장기 계획인 창조경제 미래성장동력(9대 전략산업+4대 기반

		 – 2012년 기술수준평가 결과와 비교(시계열 평가) 추진
			

산업) 대상 추가 분석

※ 2012년 기술수준평가 결과와의 비교(시계열 기술수준평가)를 위해 평가 대상, 평가 방법 및

		

조사 항목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개선

※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활용, 각 산업분야와 연관이 있는 평가대상기술(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매칭하여 해당 산업분야를 분석하는 방식

[기술수준평가 추진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4조(기술수준평가)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99년 이후 총 6차례 수행하였으며, ’08년부터 과학기술기본계획상의 국가중점과학기술에 대한

			

※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의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행

▶ 시사점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상 120개 국가전략기술 대상 평가
○ 120개 전략기술을 10대 기술 분야로 재분류하여 기술수준을 평가
		

※ 2014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는 ’15년 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 예정

[기술수준평가 대상기술 수]

평가 수행

▶ 연구내용

■ 논문·특허 분석

구분

전자
·
정보
·
통신

의료

기술 수

18

17

바이오

기계
·
제조
·
공정

에너지
·
자원
·
극한
기술

항공
·
우주

환경
·
지구
·
해양

나노
·
소재

건설
·
교통

재난
·
재해
·
안전

계

12

7

21

5

11

5

16

8

120

○ 120개 국가전략기술 관련 최근 10년간(’04~’13) 논문·특허 분석
		 – 논문·특허 점유율 등의 양적 지표와 논문·특허 영향력 지수 등 질적 지표를
분석
		 –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델파이조사 대상자에게 논문·특허 분석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기술수준평가 종합분석에 포함

■ 델파이조사

■ 향후 계획
○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 평가결과를 배포하여 기술수준 향상시책 수립(과학기술
기본법 제14조)에 활용
		 – 과학기술개발 전략 및 계획 수립,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연구개발사업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과학기술 기획을 위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

○ 1 20개 국가전략기술 기술수준 및 기술수준 향상 방안에 관한 2-round 델파이조사
수행
		 – (1차) 질문 분야에 대한 응답확신도, 선택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등 조사
		 – (2차) 타 전문가들의 응답(1차 델파이조사) 결과 확인 및 본인 의견 수정, 기술수준
향상방안 및 필요한 정부 정책 등 조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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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기술영향평가

※ 온라인 의견 창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별 평가이슈별 의견수렴 진행

○ (평가결과 도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 간 의견교류를 위해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기술영향평가 결과(초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공개
수렴하여 최종 평가결과(안) 도출

연구책임자 이상현

▶ 연구목적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
○ 최근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어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도 가져오지만, 환경·
윤리 문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초래

▶ 시사점

■장기실현기술 ‘무인 이동체’
○ 관련 서비스 산업 및 제조 산업을 병행하여 육성하는 정책 수립 필요
		 – 무인 이동체 활용 시 장비 제조 산업보다 정보통신 등 서비스 산업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전망
		 –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제정, 정비 산업 변화 대응, 기존 종사자 재취업 방안 마련 등
○ 미래 시장창출을 위한 적극적·체계적 기술개발 정책 추진 필요
		 – 보급시기 대응 수요기술 및 전략 요소기술 확보, 안전·신뢰도 인증기술 개발전략 등
○ 전주기적(생산·운용·폐기) 친환경 전략 및 정책 수립 필요

▶ 연구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
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 친환경 소재 사용, 에너지 효율 향상, 주요 생태계 보호구역 및 제품수명 관리 등

○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 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 산업기반 및 시장형성 저해 방지, 안전 규정, 개인 활용 및 관리책임 소재, 사생활

도출하여 정책수립 초기부터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유도
		 – 관계 부처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향후 소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는
것을 권고
○ 기술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하는 주요 내용
		 –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
		 –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 평가대상기술
		 – 보급 시점이 10년 이후인 장기실현기술 ‘무인 이동체’
		 – 보급 활성화 시점이 3~5년 이내인 단기실현기술 ‘초고층 건축물’

■평가 절차 및 평가 주체
○ (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논의를 통해 평가대상 기술의
최종 후보를 2순위씩 미래창조과학부에 추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평가대상기술 선정
		

※ 대상기술선정위원회: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11명으로 구성

○ (대상기술 분석) 최종 평가대상기술별로 분석회의를 구성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평가 이슈 도출
		

※ 대상기술별 분석회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기술별 각 9명으로 구성

○ (전문가 평가) 대상기술별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상기술 평가 이슈별
		

		 – 생산·관리, 설치·정비, 영업·사무 종사자에 대한 책임 교육 및 설계·기술개발
종사자에 대한 공학윤리 교육, 조종자 및 보행자의 행동, 심리 특성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등

■단기실현기술 ‘초고층 건축물’
○ 전주기적 기술개발 정책추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필요
		 – 전주기적(설계-시공-유지·관리-철거) 성능기반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중장기 로드맵 포함), 기술 적용 한계가 있는 재난·안전 분야는
제도적 장치로 보완
○ 도시계획 및 공공성 확보 등 종합적 검토에 기반을 둔 인·허가 정책 수립 필요
		 –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교통·환경·안전 등 종합적 사전영향평가) 및 공개공지,
에너지, 재난·재해 등 국토 인프라 측면의 공공성 확보 심층검토, 외국자본 유입
제한 등
○ 동일 지역 거주민 이해 조정체계 강화 및 위화감 해소 유도 필요
		 – 해당 이해관계자 이견조정 강화(리빙랩, 주민 소통창구 등)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및 주변 다른 형태 주거공간(초고층, 아파트, 주택, 상가 등) 거주자들과의
문화공유 기회 제공 등
○ 초고층 건축물 관련 법·제도의 정비 또는 별도 제정 필요
		 – 현재 초고층 특별법은 재난, 소방, 대피, 테러 등의 재난·안전 사항만 포함되어,
향후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및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초고층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

온라인 의견 창구를 통해서는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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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들에 대한 책임·윤리 교육 및 신규 연구 분야 발굴·지원 필요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정책적 고려사항 제시

○ (시민의견 수렴) 대상기술별 시민포럼에서는 평가의견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22

침해 방지, 운행주체 교육, 면허 및 보험제도 등

※기
 술영향평가위원회: 대상기술 분야 전문가 및 사회과학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기술별 각
13명으로 구성

		

○ 기술개발 및 상용화(운용·관리·안전 등) 관련 법·제도 마련 필요

※ 시민포럼: 공모를 통해 모집된 일반시민 대상으로, 기술별 각 14명으로 구성

○ 친환경·에너지 효율적 통합 유지·관리 체계 수립 필요
		 – 환경 부담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위한 센서네트워크, BIM 모델 기반의 통합
유지·관리시스템 적용 및 에너지 의무진단 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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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과학기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 과학기술 잠재력 확보를 위한 우리의 준비현황과
대응방향을 제시

│ 2014년 이슈별 미래예측

* 탈북자 모임인 NK지식인연대를 통해 북한이탈 과학기술 관련 경력보유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남한에서의
직업 특성 및 삶의 질, 북한경력의 활용 현황 및 어려움, 남한에서의 연구개발 참여의향 등에 대해 실시

연구책임자 이승규

○ 과학기술인력은 북한 과학기술 잠재력의 중심 요소이지만 탈북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활용은 저조
		 – 과학기술계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문성을 남한

▶ 연구목적

■핵심 국정이슈이자 미래변화의 불확실성이 큰 주제인 ‘통일’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주요 미래수요를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

사회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태
			

※ 63.3%의 응답자가 관련 노력을 하였으나 50% 이상이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7% 만이
남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 정부는 일련의 통일 관련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준비와 관련된

		 – 다양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책 하에서 드레스덴 제안(2014.3.28)이 발표되었고

※교
 육시스템, 학력·경력·자격증 등의 제도, 용어차이 등의 요인으로 73.3%의 응답자가 전문성
활용과정에서 남한사회의 진입장벽을 경험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2014.7.15)

		 – 탈북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방안이 미비

○ 독일사례와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으로부터 통일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 2013년 6월말까지 약 503명의 전문직 종사자가 탈북하였으나 과학기술자는 별도 직업군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

관리되지 않고 있음

		 – 독일통일의 문제점은 구동독지역의 낮은 산업경쟁력과 이로 인한 과다한 통일비용
발생으로써 산업경쟁력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존재
		 – 북한은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체제*를 운영 중에 있어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은 통일한국의 산업경쟁력 확보의 출발점
* 1-4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수립(1998~2017), 5차 계획은 목표만 제시 (2022년)

▶ 시사점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은 효율성과 잠재력 측면을 고려해 북한의 산업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는 탈북 과학기술인력 활용 방안 등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
○ 통일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외적 요인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과학기술의 활용

▶ 연구내용

필요

■독일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활용 가능 내용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수요 도출

		 – 북한의 국유재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수단으로써 북한의

○ 효율성 관점에서 신속한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동독지역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
		 – 통일조약을 기반으로 동독체제를 해체하고 서독체제에 급속하게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
		 – 동독의 높은 과학기술 잠재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 발생
* 예시) 통일 전 동독의 GNP 대비 R&D지출 비율은 2.8%로 서독(2.7%)보다 높음
** 동독 지역 대학의 인문사회계 교원의 90% 이상, 130여개 연구기관의 대부분, 80% 이상의
산업인력이 관련 분야에서 퇴출되거나 타분야로 이동

○ 혁신체제의 구성단위별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교훈 도출
		 – 동서독 체제의 특성을 정부·대학·연구기관·산업체 등 세부 분야별로 비교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통합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도출
		 – 분야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혁신체제 작동 방식에 대한 종합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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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갖는 강점을 활용할 필요
			

※북
 한 보유 우수기술 및 인프라의 민수전환 가능방안, 북한자원 활용기술 등을 통한 투자대상
발굴 등

○ 독일 사례의 장단점을 고려한 과학기술통합 방안 마련 필요
		 – (장점 활용) 북한지역의 과학기술 수준 및 연구조직의 신속한 고도화, 교육·
연구개발 역량 강화, 남한기업의 북한 투자 이니셔티브 창출 등
		 – (단점 보완) 북한체제 및 지역의 특수성 고려, 교육재정 및 인프라의 재정비
연계, 북한의 전문연구인력손실 방지, 급속한 북한기업의 민영화 폐해 방지,
남북한체계의 동질성 확보 방안 마련 등
○ 탈북 과학기술자를 이용한 사전 준비가 필요
		 – ‘동질성 확보 → 과학기술잠재력 유지 →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탈북
과학기술인력의 진입장벽 해소 및 활용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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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 기반을 확립

│ 2014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융합연구 동향 분석 방법론을 확립
		 –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결과의 표준분류 복수선택제 정보와 네트워크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학제성 연구 현황 분석 체계 확립

연구책임자 이승규

		 – 최근 5년(2009~2013)을 대상으로 국가 융합연구 동향을 분석
			

▶ 연구목적

※ 전체 현황·추이, 기술개발단계 등 7개 기준에 따른 세부분야별 현황·추이

○ 융합분류와 관련된 개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융합연구 분야를 도출하는 연구

■국가과학기술 분류를 위한 표준틀로써 지속적인 개선·활용 연구 필요

수행

○ 법·제도적 근거에 따라 5년 주기의 개정 프로세스가 수행 중

		 – 융합연구 단위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방법론과 주요 융합분류를 선정하기 위한

		 – (법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조항에 따라 2002년 분류체계를 확립하였고

융합성 지표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

이후 주기적 개정을 수행 중

			

		 – (제도적 근거) 국과위 심의·의결(2012.9.13.)에 따라 도입된 5단계의 ‘표준분류

※표
 준분류 타당성 항목을 준용하여 규모성, 독립성, 정책성, 진보성, 파급성 등에 관한 5개 융합성
지표를 도출

		 – 2 0개의 주요 융합연구 분야(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를 도출하여 향후 융합분류

개정 프로세스’ 중 2014년은 3단계 수행년도에 해당

개정을 위한 후보 Pool로 구성

○ 과학기술 정책 환경 변화가 요구하는 ‘융합연구’ 관련 정보의 관리 기반 필요
			

		 – 융합은 창조경제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서 관련된 정책수요* 및 연구 활동**이

※ 단일융합(2개 분야간 융합) 10개, 복합융합(3개 이상 분야간 융합) 10개

증가 추세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 전략(국과심 운영위, 2014.2.7)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학제 연구 특성을 갖는 세부과제 수 연평균 20% 증가(KISTEP, 2014)

		 – 표준분류 복수선택제 등을 이용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기반의 융합연구
(다학제성 연구) 동향분석 기반 구축 수행 중

▶ 시사점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의 안정적 고도화를 위한 기반 확보
○ 신규 도입 프로세스의 3단계 추진계획에 대한 성공적 완료
		 – 기존 임시분류에 대한 근거 항목 및 영향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규모성·
독립성 확보 가능성은 존재하나 보편성 확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일부
기존분류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연구내용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 수행 및 고도화
○ 기존 임시분류(대분류 1개 및 하위 중·소분류)에 대해 분류타당성 확보를 위한 3개
항목별 근거 및 타 분류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
		 – (규모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수 및 연구비 규모를 분석
		 – (독립성) 기존 분류와의 중첩성 정도를 측정
		 – (보편성) 기존 분류체계 특성과의 부합성, 정책 활용 과정에서의 수용성 등을
범부처 R&D 관리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
		 – (영향) 임시분류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기존 분류(정규분류) 범위와 영향의 강도를
분석
○ 신규 임시분류(중분류 9개 및 하위 소분류)에 대한 후속절차 수행

		 – 신규 임시분류의 NTIS 반영 계획 확립 등을 통해 프로세스의 안정적 운영 단계에
진입
○ 개정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 개선 연구 필요
		 – 부처별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개선 방향을 최적화하는 게 필요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후속연구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분석틀 확립
		 –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분석환경 확보
		 – 다학제성 연구 이외로 분석 범위 확대 필요
		 – 융합분류에 대한 정책수요 반영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연구 필요

		 – 국과심 운영위(2014.2.27)에서 심의된 임시분류에 대해 분류명과 모니터링 방식
등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 절차 수행
		 –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및 NTIS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일정을 확정
○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 고도화 연구 수행
		 – 분류타당성지침 수립(2016년 예정)을 위한 관계기관·전문가의 의견수렴 체제를
확립하고 의견을 발굴
			

※ 표준분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및 정례화 추진, 의견수렴 웹사이트 구축 등

		 – 재난·안전 분야 등 정책적 개정수요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수행함으로써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
			

※ 국민경제자문회의, 안전행정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과 협의를 통해 표준분류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재난·안전에 관한 별도의 분류체계가 추진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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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유망기술 미래성장동력화 전략방안 도출연구

▶ 시사점

■10대 유망기술의 혁신환경은 방임주의 모형(Laissez-faire model)으로 해석가능,
정부에 의한 상호작용은 촉진되나 자발적인 네트워크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방임주의 모형에서는 경계의 지속성, 분리된 영역, 차별적인 제도의 역할, 경제활동의
장으로서 서로 경쟁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주된 특징

연구책임자 안상진

○ 이 경우 각 혁신주체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산업=생산, 정부=규제, 대학=기초연구로
한정하고 다른 영역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제한적
○ 혁신주체간 고유기능을 넘어 상호영향을 촉진시키도록 기능하는 것에서 정부지원의

▶ 연구목적

■KISTEP에서 매년 발표한 10대 유망기술에 대한 관련 정책 및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중간점검
○ KISTEP에서 발표한 10대 유망기술 중 최초 version인 2009년 대상기술의 현황점검
○ 점검결과에 근거, 향후 정책 및 투자방향을 위한 시사점 발굴

유용성 존재

■10대 유망기술의 성장동력화(산업화 촉진)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 1 0대 유망기술이 자발적으로 발전되는 규범적 모형(normative model)의 트리플
헬릭스로 발전되기 위해서, 혁신주체의 내부적 변형(조직문화 개선)과 다른 주체와의
협력은 필수적 전제
○ 이미 혁신 주체간 협력이 활성화된 비영리 조합 중 기술적 인접성이 높은 조직을

▶ 연구내용

■중간점검을 위한 4가지 명제의 진위여부를 Data-mining과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검토
○ (명제 1) 10대 유망기술은 발표시점(2009년)이전보다 기술혁신활동이 증가
○ (명제 2) 10대 유망기술의 산업화 과정에 기술과 시장간 격차(chasm)가 존재
○ (명제 3) 혁신주체간의 상호작용(협력관계, 경쟁관계)은 chasm 극복과 상관관계가
존재
○ (명제 4) 정부지원제도는 chasm 극복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에서 효과적으로 사용

■특허활동(공개, 등록)과 기업활동 자료를 활용, 명제 1-3의 진위 검토
○ 특허활동 분석결과 10대 유망기술 대다수가 기술발전의 초기상태로 관측, 명제 1은
참으로 해석
○ 특허활동과 경제활동의 인과성 검토결과, 인과성이 관측되지 않는 기술분야가
존재하여 명제 2는 참으로 해석
○ 공동출원 진화특성과 chasm 극복여부 사이에 뚜렷한 상관성이 없어, 명제 3은

활용, 10대 유망기술관련 혁신 주체간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산업화 촉진에
도움

■또한 기술예측에 대한 사후평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향후 근거기반 미래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성 존재
○ 기술예측은 주로 전문가의 직관에 의존한 경우가 많아, 예측과정 및 결과를 위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존재
○ 미래기술이 채용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에서 기술혁신이 경제활동을 견인하는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산업화 가능성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미래기술의 기술혁신 주체가 경쟁자와 협력자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기술혁신 초기단계에서 조직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얼마나 노력하고 시설·
장비 조달에 대한 사전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부도 산업화 가능선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거짓으로 해석

■설문조사결과 명제 1에서 4는 참으로 해석
○ 2 009년 이전대비 2009년 이후 혁신준비도가 모든 영역에서 진전, 연구조직의
혁신활동 수행여부도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여 명제 1은 참으로 해석
○ 비록 혁신준비도가 모든 영역에서 진전하였으나, 대다수 chasm을 의미하는 3단계에
머물러 있어 명제 2도 참으로 해석
○ c hasm극복 집단과 미극복 집단사이에 협력관계와 경쟁관계의 사전식별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명제 3도 참으로 해석
○ c hasm극복 집단과 미극복집단간에 정부지원제도의 유효성 여부에 차이가 존재하고,
미극복 집단에서 유효하다는 응답이 우세하여 명제 4도 참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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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

│ 2015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 연구

○ 미래유망기술 후보군에 대해 KISTEP 내외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설정
		 – 10년 내 실현가능성, 이슈 대응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평가
		 – 후보기술의 활용분야별 중복성, 효과성 검토를 통해 최종 10대 미래유망기술

연구책임자 최창택

선정
○ 한국사회 격차, 불평등의 증가 등 미래이슈 대응을 위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 연구목적

포용적(inclusive) 미래유망기술 선정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변화된 미래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크게
미칠 유망기술 선정
○ 한국사회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대응을 위한 미래기술 선정
		 – 올해는 한국사회 격차, 불평등의 증가를 핵심이슈로 선정
○ 한국사회 미래이슈를 도출, 이에 따른 미래사회 니즈를 발굴
		 – 니즈 충족을 위해 필요한 미래 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제시

■선정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일선 연구자, 민간 기업, 정책 입안자가 R&D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사점

■지속가능한 기술에 대한 관심 증가
○ 따뜻한 자본주의의 요구,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인식확산과 맞물려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적정하고 지속가능한(appropriate and sustainable)기술은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 격차, 불평등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

■격차, 불평등 증가 대응을 위한 유망기술 선정
○ 다가올 미래 한국사회의 핵심 이슈로 격차, 불평등의 증가를 선정하고 이에 대응을

▶ 연구내용

■국내외 미래기술 선정 주요사례 검토
○ 세계경제포럼, MIT, IBM 등은 5~10년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이끌 와해성 기술, 차세대 전략적 기술, 파괴적 혁신기술 등 발굴

위한 유망기술 선정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인 기술을 발굴
		 – 격차, 불평등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은 혁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접근성과 이용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

○ 2 013~2014년에는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웨어러블기기, 드론 등이 미래혁신기술로
공통적으로 주목
		 – 특히, 3D 프린팅 기술은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미래기술로 주목

■미래 유망기술 선정방법 및 단계별 주요 내용
○ 2 015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은 크게 미래 환경변화 전망을 위한 격차,
불평등 증가의 이슈 분석과 대응을 위한 미래유망기술 도출로 구성
○ 객관적 이슈분석을 위해 소셜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격차, 불평등 증가의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문헌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미래이슈를 도출
○ 격차 분야의 미래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적 대응방향을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향상의 측면에서 정리
○ 과학기술적 대응 방안과 니즈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된 특허의 텍스트 마이닝, 미래
유망기술 DB, 관련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미래유망기술 도출
		 – 1 0년 내 실현가능성, 구체성, 진보성 등의 1차 필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내외
전문가와 함께 20개의 최종 후보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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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먹거리안전, 수질오염 분야 사회문제은행 시범 구축

│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기반

○ 3 개 시범선정 사회문제 이슈의 체계적인 정리, 관리 효율성 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현상 뿐 아니라 문제원인 및
수요자 니즈까지 분석

연구책임자 최문정

▶ 연구목적

■최근 우리사회의 변화 및 관심 등을 반영한 신규 핵심 사회문제 도출
○ 우리사회의 최근 이슈 등을 토대로 시급히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발굴
및 실천전략 수립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사회적 요구변화를 반영한 지속적 문제 발굴 및 해결 노력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R&D 성과의 국민체감도 제고

■(가칭)사회문제은행(SIB : Social Issues Bank) 시범 구축
○ 우리사회가 가진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사전지식의 체계적 수집·정리·분석을 위해
관련 현황, 문제별 세부내용, 사회적 파급효과 등 관련 지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 시사점

■지속적인 사회문제의 발굴 및 과학기술적 대응 방향 모색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노력 필요
○ 국가 현안 해결 관점에서 연구개발전략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 및 R&D사업 활성화

■사회문제해결 R&D사업 추진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성과확산 체계 강화 필요
○ 국민 니즈를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운영
		 – 특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혹은 심각성이 부각될 경우 관련 정보와 지식의
사전제시를 통해 대응방안 탐색활동의 효율성 제고
		 – 해당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사후 분석이 아닌 즉각적 정보 파악이 중요

■사회문제해결 R&D사업 대상 문제 선정 등 관련 기획 추진시 기초자료 축적·확보 필요
○ 사회문제별 세부이슈, 현황자료, 주요 발생원인 등 관련 자료는 향후 R&D 대상사업
선정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연구내용

■국민 안전, 편의 등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학기술적 대응 방안을 모색
○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기본방향(안)’마련을 지원하고 다부처공동기술
협력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
		 – 민·관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재난·재해 연구개발 효과성 제고, 재난·
재해 과학기술 대응 교육·훈련·홍보 내실화,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 3대 추진방향 설정
○ 지역 사회문제, 격차문제 등 새롭게 제기되는 우리사회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향 모색
		 – 울산 석유화학단지 노후화 문제, 강원 폐광 문제 등 지역 사회문제 도출 및
현황분석 실시
		 – 교육, 문화, 정보, 에너지, 주거·교통, 먹거리, 의료, 직업 등 주요격차 문제 분석
및 대응방향 설정

■우리사회의 변화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이 시급한 핵심 사회문제를
도출
○ ’13년 수립 종합실천계획 30개 사회문제, 문헌 및 관련 정책, 뉴스데이터 등을 토대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신규 사회문제 후보풀 마련
		 –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안전 문제, 격차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실천계획의 30개 사회문제를 재검토·조정
○ 범위 재조정·개념 명확화, 수요자 밀착형 신규 사회문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종 사회문제 후보군 40개 도출
		 – 분야별 전문가대상 중점그룹인터뷰(FGI),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고려한 대국민
개인행복 저해도, 과학기술 기여도, 공공투자 필요성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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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수립 지원

▶ 시사점

■매년 정부R&D 투자방향 설정 및 R&D예산 배분·조정에 연계·활용을 통한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목표를 제시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기획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 가능

연구책임자 최창택

○R
 &D투자방향 등과 연계토록 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전략성
확보 가능

▶ 연구목적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국가중점과학기술의 효과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종합전략 수립이 필요
○ 과학기술발전 가속화와 급속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 필요
○R
 &D투자 확대, 과학기술의 첨단·융복합화, R&D사업의 대형화 등으로 전략적
R&D기획을 통한 투자효과성 제고 필요

○ 각 부처는 국가차원의 연구개발목표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정책·기술로드맵·
사업기획·사업 세부전략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후보사업 발굴에 활용
○ 전략로드맵에서 도출된 신규 아이템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의 신규사업 후보군으로
활용

■기술 확보 종합전략 마련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기술로드맵
○ 과거 국가차원의 기술로드맵을 두 차례 마련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 반영
하였으나, 수정·보완 부재로 시간 경과와 함께 점차 활용도 저하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전략기술(120개) 중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술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작성

▶ 연구내용

■(대상기술) 과학기술기본계획상 국가전략기술(120개) 중 범부처 협력 필요성 등에 따라
‘로드맵 수립추진단’이 결정한 5대 분야 30개 기술
○ (선정기준) ①전략기술 중요도 ②범부처 협력 필요성
○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감안하여 30개 전략로드맵 대상기술 및 핵심기술 구현을
뒷받침하는 기반SW 전략 별도 마련

■(주요내용) 기초·원천연구에서 사업화까지 기술성장 전주기를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작성
○ 개별부처의 세부기술 로드맵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
		 – 1 0년 기간으로 작성하되, 초반 5년은 상세 로드맵과 상세 전략을 제시하고, 후반
5년은 마크로 로드맵 중심으로 작성
○ 미래 환경변화 전망 및 수요 분석
		 – 기술과 관련된 미래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측면에서의 변화를 전망
		 – 미래사회 전망을 바탕으로 주요 미래 이슈 및 수요 분석
○ 기술 현황 분석
		 – 기술별 관련 글로벌 시장 전망 및 기술개발 동향 분석
		 – 기술을 둘러싼 국내외 경쟁여건을 분석하고 기회 및 위협요인 도출
○ 비전·목표 설정
		 – 해당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추구하거나 구현해야 할 사회의 모습
제시
○ 전략방향 제시
		 – 기술별 연구개발 목표, 민관역할분담, 자체개발·국제협력 방안 등 제시
		 – 테스트베드 구축, 초기시장 창출 지원방안 등 기술 실용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 기술 표준화, 규격 제정 등의 법·제도 개선 사항과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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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등의
실무적 지원 방안을 제시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방안

기획연구

○ 창조경제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조성, 기업가적
준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류공간의 운영 사례 등의 조사·분석을 통해 아이디어

연구책임자 이도형

사업화 생태계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
○ 온라인 특성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중

▶ 연구목적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컨셉 증명, 시장 가능성 검증은 물론, 구체화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과
관련하여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시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멘토링, 컨설팅, Pitching 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과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형 엑셀러레이팅 모델을 제시

○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온·오프라인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위한

○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의 역할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교류·협업 공간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에 기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 창조경제타운 등 온라인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아이디어 구체화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

후속적 지원 체계 마련

멘토링 등 기업가 및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지역 엔젤을 육성하기

		 –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구축에 따라 오프라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간의 운영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마련

▶ 연구내용

■아이디어 사업화 관련 온·오프라인 창조경제 구현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으로써의 ‘6개월 챌린지 플랫폼’
프로젝트 구현 방안 마련
		 – 우수 아이디어의 발현에서부터 시작품 제작 등 아이디어 구체화는 물론 시작품
제작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지원 체계 마련

▶ 시사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온·오프라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
○ 온·오프라인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조성의 실무적 실행 방안 제시를 통해
린스타트업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및 교류공간의 운영
방안을 제시
○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의 모범 사례 발굴을 통한 정책 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활용

○ 오프라인 교류·협업 공간으로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마련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교류·협업 공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마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기능 개념도]
지역의 오프라인 아이디어 발굴

창조경제
협의회
지역허브기능

지역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조경제
혁신센터
중앙 허브
(지원기관)

창업허브기능

•운영지원
•홍보
•정책 개발 지원
•성과 관리 등

기업지원
인프라
기업가정신 및
기술사업화 교육

아이디어 교류·
협업 공간 운영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네트워크
형성

지역 엑셀러레이팅
지원

팀 구성

기업가정신
교육

멘토링/
컨설팅

(1차)지역단위
데모데이

(2차)지역단위
데모데이

6개월
챌린지 플렛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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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과학기술혁신역량 관련 주요 지표]

│ 지방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 · 분석
연구책임자 박석종

구분

주요 지표

인구 및 산업

인구, 지역 총생산, 산업별 생산액,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산업단지 및 벤처 기업 수

국가통계포털(통계청),
한국산업단지통계, 벤처인 등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부),
국가통계포털(통계청),
국가 R&D 사업조사·분석(미래부)

연구개발조직수,
기술개발거점 현황(선도연구센터,
지역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과학문화시설 현황
(과학관, 생활과학교실 등)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연구재단
내부자료 등

특허출원 및 등록, SCI 논문

특허청, 과학기술논문(SCI),
분석연구(미래부)

투입

▶ 연구목적

■제4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13년∼’17년)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 제4차 종합계획 8대 중점추진과제별로 광역지자체의 ’13년도 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14년 추진 계획을 종합한 ’14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수립추진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과학기술연감,
지역 R&D 실태조사 등 지방 R&D 조사자료 구축

과학기술
하부구조

성과

출처

* 동 과제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와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시행계획

		 – 지방과학기술진흥관련 정책 동향 : ’14년∼’18년 지역산업발전계획, 각 부처 추진

수립 등)에 근거하여 추진

정책 등
		 – 해당 광역시·도 테크노파크, 지방과학연구단지 등 관계자 자문을 통해 17개

▶ 연구내용

광역지자체별 과학기술진흥관련 ’14년 중점 추진방향

■’13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실적 점검 및 ’14년도 시행계획 수립

■ ’14년 지방 R&D 실태조사 -지자체 R&D 관리·평가체계 조사

○ 추진실적 점검(시행계획 수립) 대상 항목

○ 주요 지자체에 구축된 R&D 관리·평가 체계의 전체 모습과 체계를 구성하는 각

		 – 8대 중점추진과제별로 광역지자체의 당해년도 투자계획 및 전년도 투자실적

부분들의 역할을 점검

		 – 광역지자체의 중점전략분야 주요 사업의 당해년도 성과목표 및 전년도 성과

		 – 또한, 사업계획 공고에서 성과활용에 이르는 관리·평가의 각 단계에서 R&D

		 – 전년도 광역지자체 자체 R&D 관리체계 우수사례

관리·평가 체계의 각 부분들의 역할을 조사

		 – 전년도 광역지자체의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공사례

○ 이를 바탕으로 주요 지자체의 R&D 관리·평가 체계 공통점을 도출하고, 향후 R&D

○ 추진절차

관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에게 시사할만한 점을 도출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절차]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ㅇ 미래부(KISTEP)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제출

ㅇ 지방자치단체 → 미래부(KISTEP)

▼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안) 마련

▶ 시사점

1

■자체적인 R&D 관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우선 전담기관 지정·운영할
필요
○ 전담기관의 기능, 전담기관 운영방식 등을 규정한 조례나 사업 운영요령 마련

ㅇ 미래부(KISTEP)

○ 전담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지방비에서 전담기관 운영비를 먼저 확보

▼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안) 실무협의

ㅇ 미래부(KISTEP) ↔ 지방자치단체

▼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안) 심의

ㅇ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 자문위원회에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을 참여케 하여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현장의 의견을 사업추진에 반영

▼

심의 결과 통보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역과학기술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연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ㅇ 미래부(KISTEP) → 지방자치단체

■R&D관리평가 체계의 지속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R&D 관리 및 평가규정이나 개별
사업별 운영요령을 마련할 필요

■’14년 지방과학기술연감
○ 1 7개 광역시도의 ’14년도의 과학기술관련 통계, 광역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동향을 수록
		 – 인구 및 산업, 과학기술혁신역량관련 주요 지표별 17개 광역시·도 통계 현황
1_ ‘ ’14년 지방 R&D 실태조사 -지자체 R&D 관리·평가체계 조사 ’의 시사점 위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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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 ’14년도 이행점검 추진

│ 미래성장동력 육성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에 대한

		 – ’14년도 상반기 수립예정인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과 관련하여 13대 분야별로

기획연구

책임·협력부처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 및 법·제도 개선사항 등 실적을 조사
		 – 실적 점검을 통해 실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여부를 살펴보고, 부처 간 역할 분담이나

연구책임자 최한림

▶ 연구목적

협력 미흡 등 이행에 따른 애로사항·문제점 도출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는 국가 성장한계의 극복을
위해 창의성과 융합을 바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14.3)
○ 일자리 및 시장 창출 효과가 큰 벤처·중소기업 주도의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9대 전략산업

▶ 시사점

■’14년도 미래성장동력 이행점검 결과, 각 부처는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
○ ’14년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에 13개 부처에서 총 5,614억원(58개 세부사업) 투자
○ R&D, 기업지원, 인프라, 법·제도개선 전 분야에 걸쳐 주목할 실적 도출

및 4대 기반산업 발굴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주요실적]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

주력산업 고도화
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스마트 자동차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반도체

미래 신시장 선점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소재

복지·산업 동반육성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발굴된 13대 미래성장동력의 실질적·효과적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 이행·성과관리
체계 마련 및 추진 필요

■그러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행계획 구체화, 추진체계 강화, 성과체감 제고 등
미래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 제기

○R
 &D 및 산업화 전략, 법·제도 개선 방안, 인력양성 방안 등 토탈 솔루션(Total

○ 정책환경 변화 내용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정·보완, 미래성장동력 추진단의 기능 및

solution) 개념의 전략 마련 필요
○ 전략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주체별(부처·민간·지자체) 정책방안 구체화 및
이행점검체계 필요
○ ’14년도 이행점검을 토대로 추진 상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반영 필요

▶ 연구내용

•(R&D) 스마트홈네트워크 표준특허 확보(IoT), 5G 무선접속·전송 등 5G 원천기술개발(5G), 스마트카
R&BD 전략(’15~’18) 수립(스마트 자동차), 도로기반 로봇 자율주행 등 로봇지능 핵심기술개발
(지능형로봇), 자동차 전장시스템 오류감지 모듈 설계(지능형 반도체) 등
•(기업지원) 디지털콘텐츠기업 창업·재기 지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500억원 조성
(실감형콘텐츠) 등
•(인프라) 스마트 디바이스 전담조직인 ‘창의 디바이스랩(판교 ’14.12월)’ 개소(착용형 스마트기기),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IoT혁신센터(강남, ’14.5월)’ 개소(IoT) 등
•(법·제도개선) 국방 무인로봇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민·군 기술협력 공동시행 규정’ 제정(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표준코디네이터 지정(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역할 명료화 필요
○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 확보 필요
○ 미래성장동력 추진체제 정비 및 이를 통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 필요

■미래성장동력 추진기반을 대대적으로 정비·보완하여, 강력한 추진체제를 확립하고,
미래성장동력 홍보 본격화 예정(’15)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R&D 전략 및 정책 지원방안 연구
○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분야별 R&D 및 산업화 전략 연구
		 – 국내외 정책동향, 기술동향, 시장동향, 경쟁력, 산업생태계 현황 및 시사점 분석
		 – 시장현황과 경쟁력 등 상황을 고려한 육성 정책방안(R&D, 기술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법·제도, 인력양성 등) 도출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성과점검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및 ’14년 점검 추진
○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체계적 추진 관리를 위한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방법 연구
		 – ‘실행계획 수립 → 이행점검 → 성과평가 → 실행계획 수정·보완’으로 이어지는
미래성장동력 육성 프로세스 수립
		 – 13개 분야 전체 및 분야별 미래성장동력 추진 체계 정립
		 – 이행점검 항목, 과정, 주기 등 분야별 실행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세부 프레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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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기술규제 개선방안 연구
신산업·신시장
창출
(10개)

연구책임자 정동덕

바이오·의약품

관광
기술창업 촉진
(2개)

▶ 연구목적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촉진형
규제 환경 구축이 필요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강화
(3개)

○ 과학기술혁신 활동에서 불합리한 정부 규제는 신기술의 제품화·창업 및 시장진입

벤처 육성

⑯ 산지 경사도 기준개선
⑰ 창업기업의 연구과제 신청 제한 완화
⑱ 벤처확인 제도 개선
⑲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확대

인증

⑳ 해외생산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 정비

조달

신생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 완화

하반기 (10건)

		

※ (예) 국내 A기업은 원격진료 서비스 모델 개발했으나 규제(의료법)로 인해 사업포기

		

※ 제조업 창업 시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만 최소 1.5억원 소요(KDI, ’05)

지재권 거래
활성화
기술이전·
사업화
(5개)

○ 특히 바이오·나노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또는 적정기준의
미비는 실기(失機) 및 비용증가로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 2013년 IMD평가 : 우리나라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 정도 세계 38위

융합연구
기술 지주회사

■따라서, 창조경제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

첨단 자동차
신산업·신시장
창출
(4개)

○ 본 연구에서는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 및 창업 등 과학기술혁신
수립이 목적

기존산업활성화
(1개)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참여기업 外 실시 요건 완화
② 지식재산권 양도 가능 범위 확대
③ 기업의 원천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조건 완화
④ 비영리법인의 원천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조건에
인문계도 포함
⑤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자금조성과 운용으로 확대
⑥ 시험운행용 자동차의 자율조향장치 설치 허용
⑦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제한 완화 검토

빅데이터

⑧개
 인정보 수집·이용·관리업무의 제3자 위탁 시
동의조항 개선
⑨ 불명확한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이전에 대한 법령
정비

여성창업

⑩ 여성가장 창업자금제도 개선

활동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하고,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선방안

▶ 연구내용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규정 정비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연구용 난자 허용범위 확대
연구자 임상시험 자료인정 범위 확대
조건부 인허가 허용범위 확대

인력

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⑪
⑫
⑬
⑭
⑮

■온·오프라인으로 상시적 규제개선 체계 구축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14년 상·하반기, 연 2회)

○ 민간 전문가 중심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위촉

○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총 31개 추진과제(안) 선정 (상·하반기 각
21개 및 10개) 및 국과심 의결 (상·하반기 각 ’14.7.23, ’14.12.23)
		 – (상반기)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6개), 신산업·신시장 창출(10개), 기술창업

		

※ (구성) 공개모집 등을 통해 연구개발, 신산업, 창업, 인프라 등 분야에서 총 10인

		

※ (역할) 현장의 창조경제·과학기술·ICT 관련 규제 개선과제 발굴 제안

○ 『국민 규제개선 모니터링단』 위촉

촉진(2개) 및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강화(3개) 등 총 21개 추진 과제(안) 선정
		 – (하반기) 기술이전·사업화(5개), 신산업·신시장 창출(4개), 기존산업 활성화(1개)
등 총 10개 추진 과제(안) 선정

		

※ (구성) 공개모집 등을 통해 창조경제와 ICT 분야에서 총 30인(각 11인, 19인) 선정

		

※ (역할) 국민 관점에서 애로사항 발굴·건의

○ 온라인 규제개선 창구 「규제개선고」 개설
		

[상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내역]

※ 주소 : www.regulationfree.or.kr

상반기 (21건)
대구분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6개)

신산업·신시장
창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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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기획·과제 선정

① 일반개인의 연구개발 수행자격 허용

연구비 관리 등

②
③
④
⑤
⑥

기업의 연구비 처리 등 행정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간접비 비율 확대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국제공동R&D사업 협약체결 기간 연장
우수과제의 집행잔액 이월 사용 허용

⑦
⑧
⑨
⑩

스마트카의 일반도로 시험운행 허용
전기차 주행거리 시험방법 개선
자동차 사이드 미러 기준 정비
전기자전거 분류기준 정비

자동차

▶ 시사점

■범부처 과학기술규제 종합조정 및 연계 강화 필요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등 현장 소통 창구 확대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고려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법령(법률, 대통령령)뿐 아니라 하위규정(고시, 훈령, 지침 등)까지 정밀 분석·검토하여
덩어리 규제 발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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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제도개선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출연(연), 대학, 기업, 전문기관 소속 838명에게 설문조사 실시결과 전체적인
만족도는 57.6점으로 다소 미흡

연구책임자 정동덕

■R&D도우미센터 개선
○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홈페이지 기능 개선

▶ 연구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 지원

■국가 R&D제도개선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중심의 체제와 각 소관부처의 이원적인 구성체제로 인하여 부정합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공동관리규정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각 소관부처 등의 관리 중심의 운영으로 인하여 연구자 및

○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작성·배포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의 부담으로 인하여 연구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

전념할 수 없는 연구 환경이 조성된 상황

○ R&D도우미센터 개선

○ 따라서 연구개발 규범체계가 Rule maker로서의 역할에 비추어 연구자 및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 지원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 및 과도한 연구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

있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구개발
법제마련이 필요

▶ 연구내용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공동관리규정 개정

○ 연구수당은 과제 참여를 유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금전적인 인센티브이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 완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연구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유지하는 것이 필요

활성화 지원, 기술료 제도 개선,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제도 정비, 연구성과의

○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항목별로 지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유통 효율화 등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 성실한 연구수행의 판단에 관한 기준 제시,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

○ 연구수당은 R&D사업만이 아니라, 비R&D성격의 사업에도 낮은 비율이라도 적용

안전관리가 미흡한 연구실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기술료 제도 기획 및 운영
○ 기술료 세부기준 범 부처 표준화
		 – 기술료 징수대상, 징수금액, 징수기간, 감면기준, 납부수단, 납부서식 등
○ 경상기술료 매출 검증 가이드라인·기술료 제도 매뉴얼 마련 및 정부납부기술료
통계관리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협약체결·변경·해약 서류, 이의신청제도,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및 이를 반영한
표준매뉴얼 작성·배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
○ 제도 설명회 개최, 신규신청기관 현장점검, 기 지정기관 운영현황 점검

■참여제한·사업비 환수제도 기획 운영
○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집 발간 및 제재부가금·강제집행 제도 신설 등 제도 개선 지원

■R&D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시사점

■연구자 의견이 반영된 제도개선 추진 필요
○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청취 및 반영을 통한 연구자 자율성확대 및 행정부담 완화

■연구비 사용 및 연구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현장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한 연구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범부처적인 표준화 지속 추진 필요
○ 범부처적으로 연구관리 전주기에 대한 중복 및 불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수요자별 차별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연구현장 혼란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을 예방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필요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통해 안정적 연구 환경 풍토조성에 기여

■중복요소 해소 필요
○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대한 쟁점문제를 해결하여 연구자 연구의욕 고취
및 사기저하 방지 필요

○ 연구부정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기관평가 및 사업평가에 반영, 출연(연),
대학 등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추진,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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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안)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영리기업은 RCMS유형, 비영리기관은 연구비카드

│ 간접비 산출제도 효율화 및 연구관리시스템 기반 구축에 관한

시스템 유형을 각각 도입·운영

연구

			 • 적용 대상의 특성 반영이 가능하고 기존 시스템 활용에 따른 구축비용 절감
가능하나 연구비관리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이 곤란

연구책임자 황명구

		 - (제2안)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운영
			 • 범 부처 차원의 일원화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 연구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의 적정 비율 산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연구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안 마련

편의성의 증대 및 연계·활용비용이 감소하나 매몰비용 및 과다한 시스템 구축

■간접비 관련제도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와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제도」의 발전적인 통합방안 마련 및 연착륙을 위한 시범실시

		 - (제3안) 기존 시스템 중 하나의 유형으로 일원화 하되, 적용대상 연구기관의

비용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유연성을 강화
			 • 범 부처 차원의 일원화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연구현장의
혼란 및 행정부담 해소를 위한 개선방향 마련

▶ 연구내용

■간접비제도 개선안 마련
○ 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시 간접비와 연관성이 없는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일괄적용방식에서 원가계산방식으로 전환
		 - 대학 및 산학협력단 회계의 지출항목 중 간접비 인정항목의 구체적 지정 및 보완을
통해 연구지원기능 강화 유도
		 - 간접비의 주요비용인 공통지원비용의 합리적 산출 기준 설정을 위해 공통지원비용
인정기준을 구체화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개정(’12.4)에 따른 계정과목 반영

편의성의 증대 및 연계·활용비용이 감소하나 매몰비용 및 적용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운영 및 업그레이드 비용 발생

▶ 시사점

■간접비제도 전담 상설 전문조직 운영 필요
○ 간접비제도 운영 주무부처는 간접비 계상기준안 산출, 제도개선안 도출시 외부기관
위탁을 통한 전문가활용방식으로 수행 중
		 – 위탁기관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전문성 부족 및 참여 전문가의 효율적 활용
등의 한계로 심도 있는 업무추진이 곤란하므로 간접비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상설 전문기관 또는 조직 운영 필요

■개선된 실소요 간접비 원가 산출방식 도입 검토 필요
○ 현행 대학 간접비 원가산출방식인 연구수익비율 계산방식은 원가배부의 객관성 및
원가와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존재

■간접비 관련제도의 통합방안 마련 및 시범실시 지원
○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가칭)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 운영
		 - 통합제도 참여 대학에 한해 원가계산에 의해 간접비 비율을 산출하고, 기타
비영리법인은 평가 참여에 대한 자율성 부여
		 - 평가결과는 간접비 비율 가감율 적용(+2%p∼-2%p), 연구비 정산시 증명자료
제출 면제, 기관평가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우대, 기관 포상, 연구관리교육
실시 등 기준으로 활용
		 - 시범평가를 통해 통합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도출

		 – 영연방국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활동기준 원가추적방식인 활동기준원가
계산방식 등 개선된 원가계산방식 도입 검토 필요

■(가칭)연구비관리체계평가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 필요
○ 평가대상 범위, 평가지표·절차·등급, 평가위원 구성·운영, 평가결과활용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본격 추진 사전 준비

■효율적이고 투명한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연구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연구비관리전산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부당집행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은 향상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전산시스템 개선방향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7개 주요 부처의 6개 연구비관리전산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 다만, 부당한 연구비 집행은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병행 필요

방향 제시
		

※비
 영리(연) 대상 위주의 「연구비카드시스템(미래부)」과 영리기업 대상 위주의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산업부)」을 중심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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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 종료일 이전이라도 연구의 성공 완료를

│ 창조경제형 연구개발시스템 정립 방안연구

승인하는 ‘연구개발 조기 성공종료제도 도입’
		 – 논문·특허 분석에 의해 발아기 기술로 판단되고, 관련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어 연구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Fast Track 연구개발 신설 추진’

연구책임자 김윤종

○ (전략3) 성과확산 시스템 개혁
		 –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응용·개발연구 중 일정 규모(5억원)
이상 과제 참여자에 대한 지재권 교육 이수 의무화하고, 특허 창출·유지비용의

▶ 연구목적

■그간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하는 전략 추진

효율적 사용을 통한 지재권 창출지원 확대
		 –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비즈니스 모델 설계, 추가 기술개발, 사업화

○ 추격형 경제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 신흥국가의 등장 및 창조적 혁신 기반의

자금지원 등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성과창출·활용 부족 등으로 한계에 도달

		 – 역량있는 공공 TLO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업체와의 창구 기능 역할까지
수행하는 ILO(Industry Liaison Office)로 확대

■이에 정부는 창조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 중이며, 연구개발시스템도 산업경제
시대(’80~’90년대)에서 벗어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뒷받침할 필요

		 – N
 TB 고도화 및 미래기술마당시스템의 기술거래시장 착근 등을 통한 온·
오프라인 기술거래시스템 활성화

○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된 연구개발시스템 전환 노력을 점검하고 미해결 분야에 대한

		 – ‘청소년 기술창업교육패키지’보급 확대 및 대학 보유 미활용 특허를 활용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

실무중심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 실시
		 – 지재권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마련 및 산업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등) 개정 계획 수립 추진 등 지재권 보호제도 집행력 강화

▶ 연구내용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연구개발 시스템 개념 정립
○ (정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전적 연구를 개방과 협업을 통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 (영역) 기존 연구개발 시스템은 성과(지식)창출단계에 중점을 두었으나 창조경제형
시스템은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화*까지 확장
* 연구개발 성과인 창의적 자산을 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 등과 연결하여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

▶ 시사점

■기존에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은 많았던 만큼 새로운 제도의 제안보다는
현장에서의 착근이 중요
○ 동 연구에서도 기존에 여러 차례 제안됐으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지만 꼭 실천돼야 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주력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3개 추진전략 내 구체적 실천과제 제안
○ (전략1) 연구개발 사업구조 선진화
		 – 연구의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기초연구사업 연계 트랙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간 연구에 몰입하도록 ‘10년 이상의 안정적 장기연구 강화’
		 – 기술공급자 중심 연구에서 기술수요자 관점의 연구 전환으로 ‘시장 지향형
기술개발’ 추진
		 – 부처 간 신규공동기획과 기존 연구개발 사업들의 총체적 연계를 통해 ‘칸막이
없는 기초·응용·개발연구 연계 시스템 구축’
○ (전략2) 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
		 – 다양한 참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된 기획을 통해 ‘창의성 발현을 위한
기획·선정 프로세스 개선’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결집시켜 연구개발에 참여 시키는 ‘일반 국민 아이디어
대상 연구개발 지원’
		 – 부처 별로 상이한 과제관리 기준(규정·지침)과 양식을 표준화해 ‘연구자 관점의
연구관리 기준·절차 통일’
		 – 총 연구비 내에서 연구자가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하고, 그에
대한 적절성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유연한 연구비 지원 시스템 도입’
		 – 연구현장에서 적용이 미비했던 연구목표 수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빙타깃 제도 현장적용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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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의 중간 지점인 3차년도(’15)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과 사회 및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 롤링플랜(Rolling Plan) 관점에서
시행계획 수립
		 – 각 부처의 ‘14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 진단결과와 ’15년도 시행계획 초안에 대해

연구책임자 김윤종

검토 의견 제시 추진
		 – 각 부처가 ’15년도 시행계획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
		 – 수립된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확정

▶ 연구목적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2014년 시행계획(’14.02), 2013년도
추진실적(’14.04), 2014년도 실적점검(’15.02 예정), 2015년도 시행계획 (’15.02 예정)
수립을 지원
○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제7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3년에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 성공적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
		 –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7조에 근거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필요
		 – 또한, 환경변화를 반영한 롤링플랜(Rolling Plan) 관점의 시행계획 수립으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필요

예정

▶ 시사점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아래 연계되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합성 제고 필요
○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개별 분야의 정책 및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 간의 정합성 제고가 필수
○ 과학기술 분야 정책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개별
부처의 이해도 제고 및 참여 확대가 필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 및 점검을 통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존에 추진실적 점검 결과가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변화의 취지를

▶ 연구내용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13년도 추진실적 점검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에 대한 추진실적 중간점검
		 – 2 014년도 시행계획시 도출된 부처별 과제 목록을 토대로 부처의 작성 자료를
정리·점검

제대로 살리기 위한 제도와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 필요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기능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조정전문(위) 등
국과심 전문위의 보다 활발한 참여와 협업이 필요

		 –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세부 추진과제 별 부처 이행여부 점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정책-예산-평가 간의
선순환 체계 강화

		 – 수립된 추진실적(안)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확정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정책적 목표 및 수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14년도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시행계획 수립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도모하고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정책-예산-

함으로써 부처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궁극적으로 정책-예산-평가 간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 필요

평가 간의 선순환 체계 강화를 추진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실적점검과 시행계획 수립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형태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14.11.29)
○ ’14년 실적점검 시점을 예년에 비해 앞당겨 ’15년 초에 실시
		 – 추진이 미흡한 분야 및 과제들에 중간점검 결과를 도출하여 2015년도 시행계획
작성에 반영 추진
○ 과학기술기본계획 실적점검의 수준을 심화
		 – 각 부처에 통보된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통해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14년도 시행계획 상 목표 달성 여부 자체 진단 유도
		 – 기본계획의 주요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이행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

50

2014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2014

51

17

│ 2013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심층분석

▶ 시사점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결과
○ 중장기계획의 High5 전략별 분포 분석
		 – (연계맵 분석결과) 5개 전략별로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의 주요 계획의 분포를
살펴보면 각 부문별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계획 신규 수립 및 계획 간 연계·조정의

연구책임자 주혜정

필요성이 대두
[전략분야별 주요 개선 및 권고사안]

▶ 연구목적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거시적 정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08년도부터 매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실질적 연계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연구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들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과
실효성 강화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
○ 특히 ’13년도는 박근혜정부의 첫 해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춰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신규 수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기존 중장기계획의 변동·수정 현황을
분석하고 신규 수립되는 계획 현황에 대한 점검·분석을 추진
관심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 수립·조정의 방향을 제시

▶ 연구내용

■각 부처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High5.
과학기술
일자리확대

High2.
국가전략기술개발

정책
로운
중 새 조공정, 획
야
계
분
제
기술 의 기계 야 종합
방향 에너지분
경
환
필요
High3.
수립

로 ,
야
분 미비
된
가 가장 기술 수
추 획 학 할 적
과
접 획
규
신 련 계 인 마련 직 계
관 질적 를 적· 세부
실 자리 체계 및 요 기존 신산업 관련
일 는 획 필
종합계획의 실천수단으로
있 합계 수립
중소·벤처기업지원,
종 규
신
신시장개척의 세부계획
정비 필요

중장기
창의 역량
강화

할 ),
원
지 연(연 규
획
제
경 , 출 련 신부계
조 화
창 학문 화 관 세
과 로벌 획 및
글 합계 요
종 비필
정

○ 시의성 높은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분석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중

High1.
국가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효율화

중장기적
시스템개편
차원의
총체적 계획
수립 필요

High4.
신산업 창출지원

○ 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정책조정 강화차원에서 각 부처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기능을 강화(’11.3.28 기본법 시행령 개정)
○ 관계부처 중장기계획 현황(신설/수정·보완/폐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완 조사를
통하여 목록을 확정

■중소기업 육성분야 중장기계획 종합분석 및 개선·권고사항 종합
○ 개선방안의 경우, 획일적인 적용 보다는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및 관련 부처의 현황
등의 다각적인 고려를 통해 실제 효율성 제고 측면의 검토 필요

■201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추진
○ ’13년도 수립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화된 정책방향에 따른 전년 대비 주요
변화 분석, 주요 분석지표별 계획 수 증감현황 등 총괄 현황 분석 추진
○ 신 정부 출범, 정부 조직개편 등 과학기술 정책의 대규모 변화에 따른 기존 계획의
수정, 폐지, 신규계획 수립 등 다양한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을 유형별로
나누어 특징 분석을 추가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변화된 5대 전략 19대 분야에 따른 기술·정책 분야별
계획 간 연계맵 구축

■시의성 높은 특정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 심층 분석 추진
○ ’13년 과학기술계의 관심도가 높고 투자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는 분야 등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 심층 분석 대상 선정
○ ’13년도는 미래부와의 협의를 통해 창업활성화, 혁신생태계 다변화의 관점에서
중시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분야를 심층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을 실시
○ 중소기업육성 분야의 중장기계획 실효성, 연계성, 추진가능성, 계획별 관련 연구분야
및 사업분석을 통해 중장기계획 관련 권고안 및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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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공학전공·융합교육 활성화 및 현장역량 강화

│ 민관합동 공과대학 혁신위원회 운영

		 – 공학기초교육을 강화하여 응용·융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공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으로 공학교육 질 제고
		 –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교육 강화

연구책임자 심정민

○ (연구) 공과대학 연구성과 실용화 기반 구축 및 기술사업화 촉진
		 – 연구년 공대교수의 산업체 파견 활성화 등 연구자, 연구주제의 실용성을 확보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연구목적

■그간 공과대학은 산업발전을 선도 해왔으나,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확산에는 한계가 존재

		 – 기업들이 공대의 우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학교
스스로도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초(수학, 물리 등)와 전공지식 부족, 실무역량 미흡 등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갈등관리 및 홍보계획 등 실천계획 마련  

인력을 길러내지 못하는 상황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운영

○ 기업과 대학간 대화·협력이 부족하며, 대학 연구성과의 이전 부진

		 – 위원장(민간)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하며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

○ 대학 평가가 SCI 논문 실적에 치중함으로써 교육, 산학협력 활동성과가 제대로 평가

지속적인 이행 점검 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받지 못하는 상황

○ 교수평가 개선 등 대학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신속한

■공학교육 내실화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과대학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여
공과대학 혁신방안 마련

개선안 제시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 교육·연구의 변화는 ‘교수평가(대학 내부 평가)’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려우며, 교수평가의 변화는 ‘대학 재정지원 평가’ 및 ‘민간 대학평가’(대학 외부
평가)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어려운 연쇄 구조
○ 공과대학 혁신방안 수립을 통해 공대 교육·연구의 현장지향성을 높이고, 우수
공학인재 양성 도모

▶ 연구내용

▶ 시사점

■공과대학혁신과 관련하여 정부 및 민간차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점분야 및 중점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공과대학을 산학협력 기지 및 일자리 창출의 기지로써 확립
■창조경제 시대의 공과대학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고등교육정책 및 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에 기여

■공과대학의 현황 분석
○ 대학교육과 산업계의 실무역량 간 괴리 존재
		 – 학생들의 취업준비 및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선호로 인한 전공지식 악화
		 – 일방형 텍스트중심 교육으로 인한 실무감각과 문제해결 능력 부족 및 기자재
낙후·부족으로 교육 효과 미흡
○ 공대의 중요한 역할은 연구와 현장의 연계이나, 실용연구는 적고 우수 성과 미활용
○ 신규교수 채용 및 대학교수의 업적 평가에서 SCI 논문 실적이 중시됨으로써 현장형
교수들의 진입 곤란 및 평가시 불이익
○ 정부의 대학 재정사업은 각 사업이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공과대학 단위에서
특성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

■공과대학 혁신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 (평가) 대학 재정사업·교원평가제도 개선 및 재정사업 효율화
		 – S CI 논문 중심의 평가에서 실용적·질적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사업의 과제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선
		 – 교육·연구의 현장지향성 강화를 위해 산업체 경력 교원 확대 및 학술연구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산학협력·교육활동이 균형있게 평가받도록 교수업적평가 개편
		 – 공과대학 혁신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등 3개 부처의
재정사업 효율화 및 공대에 특화된 재정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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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방안 연구

▶ 시사점

■‘세계 우수인재가 일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비전을 설정하고 인재유형에 따른 성장단계별
연계지원 방안 마련
[인재유형에 따른 성장단계별 연계지원 방안(안)]

연구책임자 김진용

▶ 연구목적

Korea Research
Fellowship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을 통해 법·계획·사업·
제도·인프라 등 전 정책 유형별 고려사항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

Brain Scouting

Brain Return 300
Brain Pool
BK21Plus

○ 전략적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계획수립을 통해 국내 인재의 수요불균형 해소 및 국내
외국인 기술 창업촉진사업

인재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궁극적으로 국가과학기술경쟁력 제고

▶ 연구내용

■주요국의 유치정책 동향 및 시사점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문인력 유치 현황, 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Korea Research Fellowship(KRF)
정부초청장학생(GKS)
재외동포장학생

도출

■국내 우수인재 유출입 현황 및 정책 진단
○ 비자유형 및 전문인력 중심의 유출입 현황 분석, 국내 거주 외국인 연구자, 해외
한인연구자 유출입 요인 분석
○ 1 970년부터의 해외우수인재 유치 정책 전개과정 분석 및 현 정책의 법률, 계획, 사업
및 제도, 인프라의 관점에서 조사·분석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전략 분야 도출
○ 인력수급, 수준,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한 전략 유치활용 분야 선정(안) 도출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정책 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도출
○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3대 추진목표, 단·장기 추진전략 및 6개의 중점추진과제
제시

Brain Scouting
제약전문가 고용활용사업

채용박람회
Brain Link Korea
Contact Korea

■연구교육형, 기업활동형, 미래잠재형 등 인재유형에 따라 성장단계와 입국, 정착, 활동,
네트워크의 전주기별 정책 제시
○ 연구교육형은 연구역량과 국제화 수준 제고를 위해 신진연구자부터 중견, 석학급
인재에 이르는 유치·활용 과제 발굴
○ 기업활동형은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유치활동
지원, 외국인 창업 활성화 과제 발굴
○ 미래잠재형은 우수 유학생 유치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분야 유치
및 질적 수준제고 과제 발굴
○ 외국인 친화적인 사회·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정주여건 및 출입국 제도 개선,
글로벌 인재 교류 기반 확대, 범정부적 종합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본 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3만7천여명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지원
[유형별 해외 우수인재 유치·지원 목표(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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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451

18,628

776

24,855

2017

7,500

27,50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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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과학기술정책 선진화를 위한 고급분석자료 개발 연구

■K-STIP scoreboard 웹페이지 개선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 기존 웹페이지의 한계를 개선하여 수요자 편의성 제고
		

※ 지표 검색 기능 추가, K-STIP의 아이덴터티를 반영하여 UI 개선 등

○ ISPIM Asia-Pacific Innovation Forum(‘14. 12, 싱가포르 경영대학)에서 KISTEP

연구책임자 김치용

session을 구성하여 개최

▶ 연구목적

■과학기술혁신정책 스코어보드 (K-STIP Scoreboard; Korea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Policy Scoreboard) 발간

■K-STIP의 국제적 확산과 지표체계 검증 등을 위해 향후 과학기술지표에 특화된
컨퍼런스(STI)를 적극 활용하고 지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필요

○ 종합적·체계적인 과학기술지표 구축 및 심층 이슈 분석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전략기획, 중장기계획 수립 등 정책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급
분석 자료 제공

▶ 연구내용

■HRST, 지역 R&D, 국가R&D 성과, 민간기술혁신, 과학기술국제협력, AIM 등
scoreboard 발간
○ 6 대 부문별 국내·외 공급지표 데이터에 대하여 생산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최신화 작업
		

※ 기술이전, 사업화 등을 포괄하는 산학연 협력 scoreboard 기획연구 실시

○ 6대 부문별 정책 수요에 기반한 신규 수요지표 설계 및 생산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 및 부문별 이슈 심층 분석
○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
○ 부문별 거시·미시 지표와 정책 동향을 통해 부문별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그 배경

[K-STIP 웹페이지]

및 의의, 국내 현황 및 진단, 주요국 관련 정책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

■K-STIP scoreboard 홈페이지 개선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사용자 중심의 지표 검색 기능 추가 등 업그레이드 추진
○ 국제 컨퍼런스를 참석하여 K-STIP scoreboard 소개 및 홍보, 최신 관련 동향 공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시사점

■K-STIP scoreboard 및 Insights 발간
○ 과학기술인력(HRST) 등 6개 부문별 scoreboard 발간

   [ISPIM 포럼: KISTEP session]

		 –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축한 지표체계에 따라 총 1,070여개의 지표를 최신화
		 – 정책 수요 측면에서 생산이 요구되는 지표이나 기존 공급체계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지표*를 신규로 생산
* 신입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스킬 및 창의성 수준

○ 6대 부문별 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발간
		 – 과학기술분야 연구원의 경력개발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등 부문별 2개 이슈를
선정하여 심층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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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제2기 전문위원 구성 및 기초기반전문위 신설을 통한 6개

│ 2015년 정부R&D 예산배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전문위원회 체제로 개편
		 – 기존 9개 기술분야를 10개 기술분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예산-집행
단계별 R&D통계 정합성 개선 방안 마련

연구책임자 변순천

■정부 R&D예산 배분·조정 홍보
○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을 통한 투자 효율화 노력과 중점 투자분야 및

▶ 연구목적

관련 사업내용의 대외적 확산을 위한 기획 보도 추진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등을 통한 투자 성과 및 효율성 극대화
		

※ 한국경제 기획기사 3회 연재

		 – (1회) 모험연구 지원 늘려 수천 배 빠른 통신 개발(9.22)
		 – (2회) 미개척 주파수 밀리미터파 개발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앞당긴다(9.29)

▶ 연구내용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지원

		 – (3회) 해양구조용 초음파물안경 개발 탁한 바다 속에서도 물체 식별(10.6)
○ 연구현장 대상 주요 R&D사업 추진현황 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

○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지출한도 설정 지원
		 – 기술·정책 분야별(5개 전문위원회) R&D 현황 및 주요 쟁점 분석, R&D 부처

		 – 정부R&D사업에 대한 범부처 합동설명회 개최로 연구자의 편의성·이해도 제고
및 R&D총괄 부처로서 미래부 홍보 강화

중기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평가결과 분석 등을 통한 ‘15년도 심의대상사업
			

심층 검토
○ 2015년도 정부 R&D예산 심의 및 예산배분·조정(안) 안건 마련 종합 지원

※ ‘15년은 4개 권역*에 걸쳐 2~3일간 설명회 개최
* 수도권(숭실대, 15.1.7∼9), 중부권(KAIST, 15.1.13∼15),
호남권(GIST, 15.1.19∼20), 영남권(동아대, 15.1.22∼23)

		 – 유사중복사업 정비, 계속사업 심층 재검토, 핵심사업/일반 및 의견 제시사업
검토의견서 등 배분·조정 심의 활용자료 마련·제시
		 – 예산요구서 DB化 작업(6.11~6.14,한국교총회관) 및 예비, 1차~3차 미결·
쟁점사업 심의 지원(6월~7월, 과천 그레이스 호텔)
		 – 2 015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 마련 및 국과심 안건 작성 지원
(7~8월)
		 – 정부 R&D예산 심의결과 전문위 설명회 개최(1차: 7.7, 2차: 7.14, The-K
서울호텔)
○ R&D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R&D 사업 구조 개편 방안 연구 등
		 – 효율화에 대한 대내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전기획, 집행, 성과평가의 전
영역에 대한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입체적 사업분석 결과 제시

▶ 시사점

■정책적·기술적 전문성에 근거한 합리적·효율적 국가 R&D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국가 R&D 투자 효율화에 기여하고 新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
○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정책·기술분야별로 구체화하고, 안건 상정
이전에 부처협의를 통해 미래부의 R&D 전략이 관련 부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조정 전담기관으로써 적극 지원
○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창조경제 성과창출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문성에 근거한 다양한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 안건 마련 지원
○ 주요쟁점 이슈에 대한 선제적 투자전략 및 효율화방안 마련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

■전문위원회 운영 및 지원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상시 검토체제 구축을 통한 사업별 심층분석 수행 및 소위원회
운영

운영 등 상시 심층분석
○ 연구현장 대상 범부처 R&D 사업설명회 개최 및 대국민 언론홍보 추진을 통해 R&D
총괄 부처로서의 미래부의 위상 제고에 기여

		 – 기술 및 정책분야별 쟁점이슈를 도출하고, 투자전략 마련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분석 수행
		 – 집단지성 활용을 위한 전문위원과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층분석 결과에 대한 부처 사업담당자와의 토론을 통해 분야별 정부R&D
투자방향 마련
○ 주요 이슈/전략에 대한 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 정부R&D 투자방향 및 예산배분조정 결과에 대해 국과심 민간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 예산배분조정 프로세스 전략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전문위원 10인)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책과 R&D예산 연계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미래부 조정관 주재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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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 투자 권고

│ 2015년 정부R&D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효율화 방안연구

○ 연구개발투자권고 대상 공공기관별 R&D 투자 현황 분석 및 권고안 마련
○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 권고의 가시적 효과 창출 방안 마련

연구책임자 이경재

▶ 시사점
▶ 연구목적

■국가 R&D사업의 구조적 비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효율적 투자방안 마련을 통한 투자성과 극대화

■정부R&D 투자의 전략적 방향성 및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과학기술 주요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의 전략성 강화 및
예산배분·조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실효성 제고
○ 정책적·기술적 전문성에 근거한 합리적·효율적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설정
함으로써 국가R&D 투자의 효율화 추구

▶ 연구내용

■정부 R&D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 설정
○ 각종 문헌 정보에 기반하여 국내외 경제·산업 동향, 미래사회 변화 전망 및 과학
기술 발전 전망 분석
○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세계 각국의 R&D 투자현황 및 관련 정책현황 비교 분석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창조경제실현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및 R&D 선진화·효율화 전략, 국회 및 기재부의 예산 정책 등 관련
정책환경 분석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투자방향(안)의 전문성 강화

○ 기술·정책분야별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연구성과 극대화 추구

■합리적 정부R&D 예산배분·조정 시 심층적 사업분석을 통한 근거기반의 의사결정 가능
○ 근거기반의 합리적·효율적 국가R&D 정책방향 설정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정부R&D 투자방향 및 예산배분·조정(안) 제시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반적인 국가과학기술 수준 제고에 기여
○ 공공기관의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

○ 중점 추진 분야 및 기술분야별 투자방향을 중심으로 ’15년도 R&D 투자방향(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실시
○ ’16년도 R&D 투자방향(안) 마련을 위한 프레임워크 수립 및 관련기반 연구 수행

■국가 R&D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정책 분야별 이슈 및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R&D투자 개선방안 제시
○ 각 부처별 정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사·중복 정비 방안 마련
○ ’13년도에 이어 3단계로 30여개 관행적 대형 계속사업을 선정하여 심층·다각적으로
사업 타당성 재검토 실시
○ 기술별 R&D 투자 현황 및 정부 R&D사업별 현황 분석을 통하여 분야별/사업별
효율화 방안 마련
○ 주요 투자이슈·정책현안에 대한 심층분석 추진 및 이를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지원

■기술 분야별 R&D 투자방향을 수립하여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안)에 반영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을 마련
○ 기술분야별로 내·외부 전문가 심층검토를 수행하고 R&D 투자방향 및 활용방안
마련
○ 주요 현안인 바이오, 기후변화, 첨단소재, 연구시설·장비 등에 대한 심층검토 추진
		 – 국내외 기술 트렌드, 산업·시장 전망, 국내 기술 경쟁력 분석
		 – 우리나라 강점기술 개발, 사업화 및 시장선점 전략 제시
		 – 민간 부문과 구분된 정부 R&D 역할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단·장기 투자방향 수립
○ 부처 추천 전문가 포함, 공청회 실시 등 외부 의견수렴·홍보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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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 시사점

■세계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 지속 확대 필요
○ 주요국 연구개발비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 변동하는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하고 꾸준한 증가세
○ 2 012년도 총 연구개발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과 핀란드가 전년도 대비 소폭

연구책임자 이경재

감소하였으며, 중국, EU 등 타 국가는 증가
○ 특히 중국의 정부연구개발투자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재정지출 대비 과학기술지출 비율도 지속 증대

▶ 연구목적

■2015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 해외 정부 R&D 투자 및 정책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부R&D의 우선순위
설정, 투자 분야 발굴 등 R&D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활용
○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정부 R&D 예산, 중점 투자방향 및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리
○R
 &D 강국의 투자 추이,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R&D 투자방향 및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시사점 발굴

■차세대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연구의 필수적인 시설로 인식되는 3세대 및 4세대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투자와 성공적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
○ 대표적 거대과학 시설 중 하나인 방사광 가속기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을 중심으로
48개 가속기(1세대~3세대)가 운영 중이며 각국은 4세대 가속기를 구축 중
○ 4 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미국의 LCLS, 일본의 SACLA가 운영 중이며, 이외에도 독일,
한국, 스위스 등 3개국이 구축 중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재해를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정책이 필요
○E
 U는 전통적 관점의 사회적 안전과 국가안보 등은 물론, 증가하고 있는 ICT 분야의

▶ 연구내용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국가R&D총투자,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추이, R&D 예산 및 중점 투자방향 등에 대한 조사·분석 수행
○ OECD MSTI 자료를 중심으로 국가 간 비교·분석
○ 각국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및 통계 자료, R&D 관련 기구의 연구보고서 등을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
		 –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핀란드 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 수행

■주요국 정부 R&D 관련 분야별 주요 정책의 조사·분석 수행
○ 경제·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 5개
분야*를 선정
* 재난·재해·안전, 방사광 가속기, 창업·중소·벤처, 에너지, 우주

○ 장기적 관점에서 R&D 투자방향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일반계획과

보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
○ 일본은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해일 등은 물론, 풍수해·화산·눈사태 등 발생확률이
낮으나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
○ 미국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식품안전시스템을 개선하고 급증하는 수입 식품 및
식재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과 관련
연구개발 정책이 필요
○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및 벤처(창업)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여 기업가정신 고취 및 글로벌 인재 육성에 초점
○ 기술 및 시장의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기업 생태계 조성이 강조
○ 고성장 비즈니스의 육성과 기업의 산업리더쉽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친화적 제도
정비가 필요

국가개혁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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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분야 파급효과 분석프레임을 신약개발 분야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정부R&D
투자전략 재정립 및 관련 사업조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바이오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전략 재정립을 위한

파급효과 분석 프레임워크 수립 연구

○ 바이오 분야 내 신약개발 R&D 사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만큼 전략적 투자가
되고 있는지 효과성, 효율성(생산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

연구책임자 김은정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SCI 논문 및 국내특허의 질적 가치, 특허 성과의
활용성 등이 부처, 사업, 신약개발 단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 존재

▶ 연구목적

		 – 신약개발 정부R&D로부터 산출된 논문 및 국내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이 국가

■바이오 분야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바이오 경제를 견인할
국가의 핵심 신성장동력 창출분야로 지속적인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대상

R&D 전체에 비해 우수하나, 특허 성과의 활용성(상용화 가능성, 권리행사
가능성) 부문이 국가 전체 대비 낮은 것으로 분석

○ 정부 지원에 따라 과학기술 수준 및 연구의 양적 성과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 신약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물질(기술)이 높은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부진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투자효율화의

시장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병원, 기업 등과의 협력이

요구가 증대

필요한 것으로 분석

○ 바이오 기술 및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을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현재의 정부의 신약개발 전체에 대한 예상매출액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파급효과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

산출과정으로부터 현재 R&D 투자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방향성 및 조정요소에
대한 근거 제공이 가능

■기존의 일률적이고 정량적인 성과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여 바이오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산출물 파급에 의한 장기·간접적인 결과물 및 이를 통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

		 – 세계와 한국의 평균 단계 이행률 비교에서 비임상-임상 1단계에서 가장 큰

○ 바이오 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파급효과 분석

		 – 세계와 한국의 평균 개발기간 비교에서 신약 후보물질이 도출되는 디스커버리

격차가 나므로 이에 대한 지원전략이 요구
단계에 충분한 연구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특정 분야에 적용·분석하여 유효성을 검증

○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국민 삶의 질, 지식증진,
제도 및 인프라적 측면에 모두 긍정적으로 기여

▶ 연구내용

■바이오 기술 및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바이오 분야 파급효과 분석프레임워크 설계
○ 바이오 분야는 제품개발 소요기간이 길며, 사업화 성공할 확률이 다른 기술분야에

▶ 시사점

비해 낮은 점을 반영
○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 사례에서 시사점을 발굴하여 파급효과 분석프레임워크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

■파급효과 중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점을 수립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바이오 분야 R&D 투자의 경제적 가치분석을 시도

[파급효과 분석 프레임워크 개요]
계량경제학 분석

여론조사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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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바이오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이 전무한 상황에서 분석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설정하여 실질적인 R&D 투자효과성 분석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큰 의의

경제서지학적 분석
– 논문 피인용도
– 특허가치평가(SMART 등)

■향후, 신약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분석 및 나머지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파급효과
분석을 확대하여 바이오 분야의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R&D 투자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총요소생산성분석
– 경제성 분석
– 삶의 질
– 지식증진
– 제도 및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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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주체) 최근 보건의료 R&D에서 병원의 역할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 전략적 예산배분을 위한 생명  ·  보건의료 분야 R&D 분류기준

수행주체 분류기준을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수정·개선 필요

수립

		 – 중개연구 강조로 병원 R&D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기존 수행주체 분류에서
병원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병원을 기존 수행주체 분류의 하위로 포함시키는

연구책임자 문세영

2가지 방안을 제시
○ (대상질환) 질환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그 결과물이 명확하므로 질환별 시장규모,

▶ 연구목적

R&D 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의성 있는 통계를 유지할 필요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분류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분류에 필요한 하위 범주를 도출하고
생명·보건의료 R&D에 적용이 가능한 분류기준 혹은 기존 분류의 개선 방안 발굴

		 – W
 HO의 국제 의약품분류코드(ATC)를 토대로 의약품 시장점유율, R&D
파이프라인 점유율 및 국내 실황을 감안하여 총 10대 질환 분류를 제시

○ 정부의 재정여건 악화 등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배분 전반의 전략성 제고를

■제시한 분류기준에 준하는 신약개발 분야 분류체계를 고안하여 ’10~’13년 정부 R&D
과제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분석

통한 효율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며, 포트폴리오 분석 필요
		 – 정책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생명·보건의료 분야 분류기준을 제안하고,

○ 신약개발 분야 정부 R&D 과제를 대상으로 분류기준을 적용한 결과 포트폴리오의

신약개발 분야 정부 R&D 과제들을 대상으로 효용성을 검토

세밀한 변화를 드러내 투자의 특이점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

▶ 연구내용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 비롯한 국내외 여러 분류체계에서 생명·보건의료의 기술에
대한 분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생명·보건의료 분야를 포함
○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공학기술 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기술분류,
바이오산업분류체계 등 다양한 분류체계에 생명·보건의료 관련 분류가 하위분류로
포함
		 – 분류체계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위계의 차이는 존재

■생명·보건의료분야 R&D 주요수행부처인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의 현 분류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 시사점

■예산배분조정에 있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투자에 대한 상세한 통계 및 분석이
필요
○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기준은 이러한 통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의미한 의사
결정 근거의 조사·확보가 가능
○ 새로운 분류기준의 적용에 앞서 실증 적용연구의 범주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분류기준을 운용하여 효용성 및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

○ 미래부의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5대 분야 분류는 바이오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나,
분야별 세분화된 정책수요 반영이 어려운 상황
○ 산업부의 바이오산업분류는 최근 증가한 바이오 연구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표준분류와 기업의 니즈를 절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
○ 복지부의 HT 기술분류는 다소 복잡하고, 다수 부처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관적인 기준으로 전환이 필요

■분류기준으로는 연구분야, 연구단계, 수행주체 및 대상질환이 있으며, 각 기준 모두
정책적 시의성을 감안한 하위 분류체계를 구성할 필요
○ (연구분야) 기존 분류체계의 조합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분류가 가장 이상적이며,
클러스터링, 네트워크 분석 등 정량적인 분석기법이 분류를 보조하는 것이 가능
		 – 뇌과학, 유전체, 줄기세포 등 학문·기술에 따른 분야 구분과 기초연구, 제품·
서비스 개발 등 산출물에 따른 분야 구분의 2차원 분류모델을 제안
○ (연구단계) 기초, 응용, 개발연구단계를 보건의료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 설정
		 – 기술준비도(Technology Readiness Level)에 준하여 세분화하되 분야의 성격에
따라 정의되는 세분류를 기초, 응용, 개발연구 단계에 매칭하여 2단계 구조를
갖는 분류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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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분석지표]

│ 포트폴리오 및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국가전략기술분야

구분

전략적 R&D 재원배분 방안 마련

생산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최종수요의 발생에 따라 국민경제 내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수입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계수

최종수요의 발생에 따라 국민경제 내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파급효과

연구책임자 조성호

▶ 연구목적

▶ 연구내용

■국가전략기술개발과 관련한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30대 국가중점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전략적 R&D 재원배분 방안 수립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산업정책적 우선순위와 산업경제적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현재의 투자현황과의 격차분석을 통해 과투자 및 저투자 분야를 도출하여 투자방향 제시

내용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파급효과

고용유발계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이의 충족을 위해 각 산업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적인 고용파급효과

영향력계수
(후방연쇄효과)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때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감응도계수
(전방연쇄효과)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 1단위씩 발생할 때 특정산업이 받는 영향

○ (추진방법 제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추진주체와 추진기간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 투입포트폴리오(투자현황분석), 산업정책적 우선순위(AHP분석), 산업파급효과

수행하고 분석하여 각 세부기술별 정부·민간 역할분담, 단·장기 투자선호도에

(산업연관분석)을 종합하여 부문별·분야별·기술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

대한 근거 마련

제언을 도출
[투자 우선순위 분석 프레임]

▶ 시사점
계층화분석
산업정책적 우선순위 도출

■국가전략기술의 세부기술별 재원배분전략 마련을 위해 산업정책적 우선순위(계층화분석)와
산업경제적 우선순위(산업연관분석)를 분석하고, 투자현황과의 격차분석을 통해 향후의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
○ 산업정책-산업경제적 우선순위 분석뿐만 아니라, 세부기술별 추진주체 및 추진기간
설문조사 결과와도 교차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역할, 재원투입의 속도 등에 관한

포트폴리오 분석
AS IS

TO BE

30대 중점과학기술

세부전략 마련에 활용 가능

■정책우선순위, 산업우선순위, 그에 대한 종합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을 제안하고,
투자현황과의 격차분석을 통해 과투자·저투자분야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
13대 미래성장동력

○ 본 분석 방법론은 일련의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분석과 함께 산업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산업기술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제시에 활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시
산업연관분석
산업정책적 파급효과 도출

○ (투입 포트폴리오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 단위에서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30대 국가중점과학기술』분야의 투자현황을 분석
○ (산업정책적 우선순위 분석) 계층화분석(AHP)방법을 활용하여 부문별·분야별·
기술별 중요도를 산출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입 포트폴리오와의 격차분석
○ (산업연관효과 분석) 산업연관표(inter-industry table, Input-Output table)를
국가전략기술에 맵핑(mapping)하여 각 분야별·기술별 산업적 파급효과(고용,
생산, 부가가치, 수입 등의 유발효과, 전·후방 연쇄효과)를 분석하고 투입 포트

■국가전략기술개발 분야는 현정부가 추진할 중점R&D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세부사업 포트폴리오가 변화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
○ 특히, 국가전략기술분야는 경제발전의 목적에서 추진되는 만큼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산업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선순위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 투자방향의 수립과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심의 시에는 다양한 관점의 세부사업
단위의 평가자료를 근거로 거시·미시 예산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국가전략기술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우선순위, 경제적 파급효과의 관점에서
투자방향을 제시

폴리오와의 격차분석
		

※ (국가전략기술 산업연관표 매핑) 산업연관효과의 분석에 있어서 출발점은 산업적·기술적
분석단위를 산업연관표에 매핑하는 것. 본 연구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의 정책기획에 실무책임을
맡은 KISTEP 내부 연구진을 중심으로 산업매핑의 초안을 설정하고, 전문가그룹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등을 통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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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및 태양전지 분야 투자효율성 개선방안(유사·중복 및 연계성 분석결과 포함)
마련

│ 유사 · 중복 · 연계성 분석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시범연구

-이차전지와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 이차전지 분야 주요 R&D 투자효율성 저해요인은 R&D 투자전략 및 투자규모
부족이며(As Is),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포트폴리오 조정(안), 연계 사업군 도출 등

연구책임자 박노언

개선방안 마련(To Be)
○ 태양전지 분야 주요 R&D 투자효율성 저해요인은 불확실한 시장과 사업화연계/R&D
투자전략 부족이며(As Is), 시장친화적 제도, 투자포트폴리오 조정(안), 연계 사업군

▶ 연구목적

■에너지기술 중 투자분산도가 높은 이차전지와 태양전지 분야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 및 연계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도출 등 개선방안 마련(To Be)

○ 유사·중복성 검토는 그동안 NTIS 및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에 따라 수행되어 왔으나
그 결과의 신뢰성 및 일관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
○ 연계성 검토는 부처 간 칸막이식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분석방법론 부재
○ 에너지 기술 중 투자규모 및 투자분산도가 높은 이차전지 및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실증연구 및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수립

▶ 시사점

■R&D 분야의 유사·중복성 분석 방법론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과거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긍정적 효과도 고려한 R&D예산 배분전략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기술기반의 유사·중복 분석 방법론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기존
방법론에 비해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
○R
 &D 분야 유사·중복성 판단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고도화 및 타 분야에 대한
확대 적용연구 필요
○ 유사·중복 투자는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으나 경쟁을 통한 성과창출

▶ 연구내용

■R&D 분야 유사·중복 및 연계성 분석을 위한 분석 방법론 개발 및 파일럿 프로그램 구현
○ 유사·중복 및 연계성에 대한 개념 정의
		 – (유사) 둘 이상의 연구과제의 핵심속성 중 일부가 유사하거나 동일
		 – (중복) 둘 이상의 연구과제의 핵심속성이 모두 동일
		 – (연계) 둘 이상의 연구과제의 핵심속성이 상호 관계를 맺고 하나의 구성체로 역할
			

※ 연계 : 직접연계(유사) + 간접연계(유사도가 낮으나 하나 이상의 요소기술이 일치(기술연계)
하거나 추론적으로 기술을 공유(추론연계))

○ 유사·중복 및 연계성 판단을 위한 핵심속성 설계
		 – (유사·중복) 세부기술,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과제명 등 기술·내용·행정적
측면에서 11개 판단지표 도출
		 – (연계) 세부기술
○ 유사·중복 및 연계성 분석용 파일럿 프로그램(SLI) 개발 및 최적화
		

※ SLI : Similarity and Linkage Information Analysis Program

및 기술확보 시점 단축 등의 시너지효과도 발생함으로 주요 선진국과 같이 효율성
평가를 통해 검증 필요

■각 부처별로 분산된 R&D과제(또는 사업)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유사·중복성
검토도 중요하나 연계사업군 발굴 기능 강화 필요
○ 기초-응용-개발, 소재-소자-모듈-시스템 등 전주기적 기술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강화 방안 마련에 집중 필요
○ 일본의 연계시책군 발굴과 같이 관련 부처 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분석 방법론
개발 및 정책기능 강화 필요

■각 부처별로 혼재된 R&D사업 구조를 공통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형화할
필요
○ 백화점식 사업 운영 및 전주기적 사업관리 등을 위해 현재 정책, 기술, 목적 등이
혼재된 R&D사업구조를 단계적으로 유형화할 필요

		 – 데이터 전처리, 형태소 분석 및 정규화, 산정 모델 설계 및 최적화, 웹기반
분석결과 시각화 등의 프로세스로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

■유사·중복 및 연계성 분석용 파일럿 프로그램의 이차전지 및 태양전지 분야 실증연구
○ 연구과제 단위에서는 유사도 검색 Tool로 활용되고 있는 NTIS 시스템보다는 SLI
프로그램의 분석결과가 보다 유의미
○ 사업단위에서는 R&D사업 규모의 대형화로 유사도가 높은 사업군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사과제의 예산규모 및 비중을 통해 기존 방식보다 객관적인 유사사업군을
도출
○ 기술연계 및 추론연계 측면에서 이차전지 및 태양전지 분야의 연계과제 및 사업군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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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 간 융합연구에 대한

투입-성과 구조 분석

▶ 시사점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중 순수연구개발 기초연구과제의 융합연구의 투입 및
성과의 구조 분석을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
○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네트워크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 회귀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정부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성과분석, 설문조사 자료

연구책임자 배용국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

▶ 연구목적

■융합 산업의 정책적 강조와 함께 융합에 대한 학계의 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융합연구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014),
경제혁신 3개년 계획(2014) 등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에서 융합 연구·산업을
지속적으로 강조
○ 기존 문헌에서는 융합 연구의 현황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없거나 부족하였으며, 일반적인 연구개발 요인과 산출에 초점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간 융합을 투입과 성과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정부 R&D 투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우리나라 순수기초 융합연구는 자연, 인공물, 생명 등 주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인간, 인간과학과 기술 등 인문학적 성격이 있는 분야와의
융합은 부족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과의 융합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연구하는 시스템의 부족이 연구현황 및 성과현황에서도 드러나는 상황
○ 인지/감성과학, 사회/인류/복지/여성 등 일부 사회과학 분야의 매개중심성이 높게
나타나 향후 해당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며, 지식교환과 정보전달을
위한 연결매개체로써의 활용성 여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
○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을 위해서는 인문과학과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
○ 기술분야 간 연결중심성 지수의 편차가 크고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연결중심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융합연구
거점을 형성할 필요

▶ 연구내용

■정부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성과분석 자료를 가공하여 네트워크 분석 및 구조방정식
분석에 공통으로 활용

■기초연구의 주요 성과물인 논문의 질적·양적 성과를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융합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 연구개발사업, 그 중에서도

○ 네트워크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입현황은 연구성과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순수연구개발사업의 기초연구 과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 2 009년과 2011년 수행된 정부연구개발과제를 기준으로 융합연구로 분류된 과제의
자료를 투입자원과 논문성과를 중심으로 정리

■연결망 분석을 통해 융합에 대한 투입 자원 및 이를 통한 성과의 현황과 차이점 분석
○ 2 009년 및 2011년의 투입, 성과 네트워크 4개를 개별적으로 구성하고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각적 분석 수행
○ 투입과 성과 네트워크 간의 상호관계 및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Pearson
상관관계 분석과 대응표본 t-검증을 활용

■구조방정식 분석 등을 통해 학문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환경 요소 및 영향력
규명

질적 지표와도 높은 상관관계 존재
○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정책 중 하나인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확대는 응용·개발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민간의 R&D투자를 보완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기에 정책적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연구 조직 특성, 연구 과제 특성, 투입 자원 등 다양한 요소가 논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과제이나, 이를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요소의 영향력과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이를
정부 정책 및 국가R&D시스템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

○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모형을 수립하고 실증 자료를 활용하여 가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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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기초 연구과제 지원 방안 연구

▶ 시사점

■기존 제도는 평균회귀로의 유도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며 적정 과제비 규모의
무관심이나 전략적 행위 배제를 위한 노력 시급
○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지원하는 개별 연구자들이 연구비 규모와 비목별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부재원 활용

연구책임자 이윤빈

가능
○ 과제 선정 평가과정에서 과제 비용의 적정성 항목에 일정 비중의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과제제안자와 평가자 모두 과제 비목별 규모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

▶ 연구목적

■개인기초연구사업을 통한 학문분야별 과제지원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인기초
연구에 대한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실수요를 반영한 개인기초연구사업 운영 방안 수립
○ 개인기초연구는 '09년 연구자 역량단계별 지원 체계로 개편된 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요구
		 – 「신진·일반 →중견→리더연구자」등 연구경력을 기준으로 심화, 발전되는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구성으로 단계별 적정 예산 배분에 주력
		 – 학문분야간 예산 배분은 선정률에 근거하여 배정하므로 전략적 예산 배분은
미흡하고, 과제규모가 획일적이라는 문제 제기

		 – 과제별 평균금액 제시 방식을 금액 구간 제시로 변경하여 실제 연구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연구자로부터 제출되도록 유도할 필요

■총과제비 규모 관점에서의 접근과 비목별 자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 연차별 동일 규모 지출이나 이월액의 차년도 집행만으로는 다양한 연구 성격을 지닌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
○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모듈단위의 과제구성 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다년간 연구과제비의 유연한 집행을 위한 제도 검토 필요(금융 제도 등)

■선정률을 참고하는 현재의 과제 지원 관리 체계는 개선 필요
○ 신규과제 수의 연도별 변동 폭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차년도 과제 신청을

▶ 연구내용

■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종합분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개인기초연구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조사를 진행
○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의 범위와 연구 방향을 설정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 수행

준비하는 현장 연구진의 입장에서는 불안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예측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 제공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문분야의 분류체계가 블록펀딩에 적절한 범위 및 규모를
설정하는데 적절한지 면밀한 분석과 논의 진행이 선행될 필요

○ 기존에 지원된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과제 자료를 과학기술표준대분류 및 연구재단의
CRB 분류를 적용하여 정량 분석
		 – 협약액과 정산액의 비목별 차이가 존재하고 잔액 비율에 학문 분야별 차이가 존재
○ 해외의 사례를 수집하고 한국과 해외간의 차이 여부를 분석
		 – 국가별 개인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과제 구성방식 검토 및 국가별 학문 분야별
연구비와 연구기간 현황을 분석
		 – 해외 대비 국내의 경우 학문 분야별 과제비 규모가 획일적인 것으로 분석되며
연차별 유연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국내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수행
○ 선행연구결과와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설문지 구성
○ 전문가 개별 연구비 규모, 가장 최근에 수행한 개인기초연구사업 과제에 대한 인식,
소속 학문 분야의 적정 과제규모에 대한 인식, 개인기초연구사업 과제규모 개선
방안 및 기타 개선사항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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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서비스 R&D과제에서의 기술융합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향후 정부 서비스 R&D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시사점을 제시

│ 기술융합지수 분석을 통한 서비스 R&D 지원 방안 연구

○ 정부 주도의 서비스 R&D지원 정책은 R&D지원규모의 확대를 통한 R&D활성화라는
성과를 확보

연구책임자 김석필

		 – R
 &D과제를 통해 ICT기술과 서비스의 융합 촉진, ICT기술의 서비스 R&D 내재화
등의 현상 등이 출현
		 – 경영, 정보, 인지·감성과학 등의 분야의 기술파급도가 높게 나타나 서비스 R&D

▶ 연구목적

■서비스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서비스R&D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R&D지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업 현황 및 R&D지원 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의 제공을 통해 전략적인 서비스 R&D 활성화를 지원
○ ’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지원된 서비스R&D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 조사 분석 및
주요국 현황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 서비스R&D의 중요 특성인 융합적 특성을 고려 정부 지원 R&D 과제의 기술융합
현황에 대한 정성·정량적 분석 및 시사점 제시

자체의 기술 고도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 시사점

■정부 지원 서비스 R&D 과제의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서비스 R&D의 융합적 특징을
고려한 기술융합구조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
○ 서비스 R&D에 대한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비스
R&D의 특성을 고려한 현황 분석은 매우 부족
○ 기술융합구조 분석을 통하여 정부 지원 서비스 R&D과제의 기술융합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추진 방향 제시

▶ 연구내용

■국내외 서비스업 및 R&D 현황 및 주요 정책 분석
○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 등 산업육성전략 및 서비스
R&D활성화방안, 서비스 R&D추진종합계획 등 R&D추진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업 현황 및 R&D지원 현황 조사
실시, 국내와 비교 분석을 통한 이슈 도출
		 – 우리나라의 서비스 R&D에 대한 지원규모는 주요국에 비하여 적은 편이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향
		 – 주요 선진국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분야 R&D에 투자가 가장 많지만 우리나라는
출판업 관련 R&D에 가장 많이 투자

■정부지원 서비스 R&D 과제의 기술융합 현황 분석
○ 정부 지원 서비스 R&D과제의 전반적인 기술융합지수는 시계열적으로 점차 감소
하는 경향
○ ICT분야의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 U-컴퓨팅, 정보이론 등의 기술파급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 서비스R&D의 특성상 기존 개발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하는 R&D활동이 많아 ICT

■서비스 R&D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적 재구성 필요
○ 도소매와 같은 전통적 서비스 업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
간의 지원 규모에 대한 배분 조정
○ 기존 서비스업의 고도화 및 신서비스 업종의 발굴이라는 상이한 목표에 대한 전략적
정책 추진이 필요

■서비스특성에 맞는 R&D분야의 지속 발굴 및 지원 필요
○ 과거 ICT분야의 핵심기술을 서비스분야에 활용하는 기술 발굴·적용 방식 중심의
R&D활동은 ICT기술을 서비스R&D에 내재화함으로써 서비스R&D활동 자체를
고도화하는 단계로 진화 중
		 – 이에 따라 서비스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R&D 과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단순 기술 발굴 적용을 통한 서비스 R&D 추진 방식을 벗어난 서비스 R&D 고유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제 발굴 및 기획을 추진함으로써 서비스 R&D 활성화 및
고도화를 지원할 필요

분야의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연구가 활발
		 – 하지만 ICT핵심기술들의 기술파급도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경영정보/
e비즈니스, 의료정보/시스템, 인지·감성과학 등 비과학기술적 특성이 강한
분야의 파급도 증가
		 – 과거 서비스 R&D활동의 중심이 ICT기술개발이었으나 핵심 ICT기술은 서비스
R&D활동에 내재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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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평가) 기존 공통기준형 평가와 신규 임무중심형 평가로 구분하여 상위평가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  ·  상위평가

○ (공통기준형평가) 4개 부·청·위원회 및 2개 연구회 소속 26개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 경영부문은 매년, 연구부문은 3년 주기로 실시하며, 13년 하반기 이후로 기관장이 취임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무중심형평가로 전환

연구책임자 류영수

		 – 상위평가 시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여 등급(적절·부적절)을 판정하고
부적절 등급을 받은 부처 및 연구회에 대해서는 재평가 요구

▶ 연구목적

■부처의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R&D 추진상의 개선을 도모하여 소관 부처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높이고,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 (임무중심형평가) 13년 하반기 이후로 기관장이 취임한 기관에 대해 경영성과계획서

○ (중간평가) 부처가 추진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정 중 관리체계 및 중간

		 – 부처 및 위원회에서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성을 점검하며 미래부는 정부

검토 실시

성과 등에 대한 주기적 평가(모니터링)를 통해 연구생산성 제고

주요 정책 및 필수항목의 반영여부 확인

○ (기관평가) 출연연구기관의 경영 및 연구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무 중심으로 기관

		 – 연구기관은 적절성 점검 결과 및 미래부 확인 내용을 반영하여 경영성과계획서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도 및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보완 후 이사회에 상정·확정
○ 상위평가위원회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사업 및 경영에 대한 평가가 원만하게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구분
자체
·
상위

연구
개발
사업
평가

중간
종료/
추적

자체평가
(부처)

상위평가
(미래부)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미래부)

특정

연구기관
평가



자체평가
(부처·연구회)



상위평가
(미래부)

수행될 수 있도록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분야 및 경제사회인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결과활용

평가대상 및 평가절차

전문가로 구성




예산편성
제도개선
포상 등





기관운영비
성과연봉
포상 등

▶ 시사점

■(중간평가) 사업별 계획, 관리부문의 평가결과는 양호한 반면 성과부문은 미흡하여 향후
사업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효과성 검증 노력이 필요
○ 사업의 성과계획 및 사업관리와 성과의 양적달성도는 양호하나 성과의 질적 우수성
및 종합적 성과분석은 미흡한 수준
○ 연구성과의 우수성, 탁월성 등을 인정받을 만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관리 및
사업목표 구현을 위한 효과적 사업 추진이 필요

▶ 연구내용

■(중간평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상사업의 관리 및 성과 전반에
대한 상위평가 실시
○ 2013년 수행된 109개 R&D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사업을 3년 주기로 평가 실시

○ 상위평가시 부처단위의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충족시 사업별 확인점검
실시
		 – 부처별, 사업별로 평가과정, 근거, 결과의 3개 항목에 대한 적절 여부 판단을 통해

■(기관평가) 연구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제도 및 결과에 대한 강력한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 유도
○ 경영부문 평가의 축소,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의 혁신 및 평가결과 개선·
권고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연구기관의 궁극적 목적인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유도 필요
○ 1 5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기관별 고유임무 및 특성을 고려한 핵심 성과 중심의
임무중심형 평가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성공적인
제도 정착이 필요

모두 충족할 경우, 자체평가 결과 인정
		 – 적절성을 미통과한 사업은 자체평가지침에 따른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재점검하여
평가점수 및 등급 조정
			

※ 매년 연초에 자체평가 지침 배포 및 설명회 개최

○ 기존의 양적 성과중심의 평가에서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사업유형 및
특성에 따른 평가 실시
		 – 평가 대상사업의 연구성과 중 논문, 특허의 경우 양적평가 이외에 질적평가
결과를 평가에 활용
* 논문은 Impact Fator,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특허는 K-PEG 등급평가 결과값 이용

		 – 단순시설구축사업이나 국방과 같은 사업의 경우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설정 및
가중치의 차별화를 통해 맞춤형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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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사업

▶ 시사점

■평가결과(사업개선 권고사항)
○ 사업목표의 명확화 및 사업목표-내용-성과의 연계성 제고를 통한 효과적 성과관리
필요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사업) 당초 제시했던 사업목표를 변경한 구체적인

연구책임자 정상기

근거 및 글로벌 신약개발 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시가 필요. 또한 미래부·
복지부·산업부는 사업단의 단순한 관리·감독 역할이 아닌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 간 역할 강화방안과 실천과제 제시 필요

▶ 연구목적

■과학기술 정책 이슈 및 사업 간 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R&D사업에 대해 심층분석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성과중심의 정량·정성적 심층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개선을 유도
		 - 특정평가 수행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전략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R&D사업의 선순환적 환류체계 마련

		 - (SW컴퓨팅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 초기에 제시된 불명확한 내역사업 목표의
구체화, 종료된 WBS(World Best SW) 사업의 가시적 성과창출 및 GCS(Global
Creative SW) 후속사업에의 성과 연계 필요
		 -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바이오·의료기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략목표 설정 및 본 사업의 기여도 분석 체계 마련과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내역사업 분리 및 목표 지표 재설정 필요
○ 차별화 방안 마련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 연구내용

■창조경제 정책 등 주요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사업군 평가 확대
○ 국가·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사업군을 발굴하여 정책 효과와 연구개발
성과평가를 연계한 정책분석 수행
		 - 창조경제 등 최근 과학기술 정책 이슈와의 부합성, 대내외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조정 및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
		 - 8개 부처 5개 사업군*(17개 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목표 달성 진단
* 창업지원(4개사업), 농업자원선순환(3개사업), 의료기기기반기술(3개사업), 취약계층복지(3개사업),
벤처중소중견기업해외진출(4개사업)

■국가 중요사업에 대해 효과성·효율성 측면의 전략적 심층분석 강화
○ 장기간·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다부처 공동사업 및 사업평가 ‘미흡’ 등급 이하
사업에 대한 분석 강화
		 - 정책목표와 사업목적 부합성,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의 적절성 등에
초점을 두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
		 - 3개 부처 3개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체계 적절성 및 성과 효과성 분석
*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특정평가 총괄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평가결과의 신뢰성·전문성 제고
○ 사업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체적인 평가의견 제시를 통해 특정평가
결과의 실효성 제고
		 - 평가계획 수립, 최종결과 검토 및 조치계획 점검을 위해 총괄조정위원회를 3~4회
개최하되, 사업분과는 필요시 수시 운영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강화
○ 특정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 개선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

		 - (농업자원선순환사업군) 첨단기자재생산은 성과가 우수한 민간기업 지원비중을
확대하고, 농업공학연구의 경우 성과의 시장성·현장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개발단계부터 기술이전 대상과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은
공익형 정책 구체화를 위한 기초·기반 R&D에 집중하고, 자원순환 관련 내용
차별화 강화 필요
		 - (취약계층복지사업군) 국민행복과 연계되는 분야로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회수요 반영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
공공복지안전연구와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은 광범위한 연구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타 유사사업과 차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국립재활원재활연구
개발용역사업의 경우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과제 기획 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 필요
○ 사업구조개선을 통한 추진성과의 효과성 제고 필요
		 - (의료기기기반기술사업군) 국내 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위해 산학연 기술개발
연계, 수요자(병원, 의료진 등) 측면에서의 임상시험 및 인허가 단계 완화 등의
지원이 필요함.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은 고위험 의료기기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과제기획 및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의료기기인프라지원사업 및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사업은 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 및 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노력 필요
		 - (창업지원사업군) 본 사업군은 초기 성장기 기업의 기술거래 이전을 통한 창업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창업지원 유형 중 교육·멘토링, 컨설팅제공 등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사업추진이 필요. 아울러,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창업과제 지원시 기업성장단계별 다양한 정책목표·수단을 통한 기술창업
저변 확대 측면에서의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벤처 중소 중견기업 해외진출사업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시 실질적인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기술혁신지원 및 기술정보교류 관련 적극적 투자가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이행조치 실적점검 강화를 통해 환류시스템을

필요.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국제공동기술개발의 실질적 성과인 해외특허

확립하고 사업개선 사항의 미이행 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사업개선 조치의

등 산업재산권 성과확보에 대한 전략 강화가 필요하며, World Class 300

이행을 유도

프로젝트지원사업의

경우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과

지원대상,

기술분야

측면에서 차별화 강화 및 세계적 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목표
지표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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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사업

▶ 시사점

■신규 R&D사업의 차별성 및 구체성 측면에서 부처의 사업기획력 제고 요구
○ 기술성 평가 5개 평가항목 중‘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은
대부분의 사업에 최하 등급인 C 등급 부여
○ 대다수의 사업이 기획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지표에 대해서는 제도 설명회

연구책임자 정상기

등을 통해 향후 기술성 평가의 기준을 부처에 명확히 제시하여 기획력 제고를 유도
필요

▶ 연구목적

■기재부의 R&D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전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
및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
○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신규 R&D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사업기획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R&D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거시적,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기획의 완성도가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심사 요구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필수적인 기획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필요
○ 동료평가(Peer-review) 방식 평가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기술소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

국가 과학기술 수준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추진

▶ 연구내용

■2014년도 기술성 평가 대상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수행
○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력 향상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기술성 평가 실시
		 – 기술분야별 기술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기술성 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
검토를 거쳐 사업기획내용을 평가
		 – 기술개발의 필요성·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5개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수행

■2014년도 상·하반기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수행 결과 총 14개 사업을
기술성 평가‘적합’사업으로 도출(적합률 38.9%)
○ 예비검토제(2014년도부터 본격 시행) 수행을 통해 기획보고서의 형식요건이 매우
미비한 사업의 경우 기술소위원회 검토 이전에 평가 대상에서 배제
○ 2014년도 기술성 평가 결과 보고서 발간

■기술성 평가 관련 지속적인 제도개선 수행
○ 2014년도 하반기 및 2015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 수행에 앞서 제도 개선을 수행
		 – (‘14년도 하반기) 투자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수시 예타 대상사업에 대한 신속
평가제 도입,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 점검 강화
		 – (‘15년도 상반기) 평가항목·지표 명확화, 예비검토제 강화, 기술성 평가‘적합’
사업 재평가 기준 마련, 평가결과 도출 기준 마련 및 기술소위원회 자율성·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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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  사업화

활성화 방안 연구

▶ 시사점

■파악한 현황과 실증분석을 기반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
제시
○아
 이디어 창출, 기획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혁신 허브와 창조경제 전진
기지로의 대덕연구단지 역할 강화

연구책임자 이길우

○현
 재 우리나라 기술이전사업화 R&D는 중소기업 위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단독연구
중심이므로, 현재 보다 많은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창
 조경제 시대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민간 상호 체계적 역할 분담과

▶ 연구목적

■기술이전·사업화 이론적 논의와 분석 설계, 국내·외 정책 조사와 해당 분야 국가연구
개발사업 실증분석을 통한 현황 진단 및 시사점 제시
○ 기술이전·사업화 이론적 논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사업 및 분석 설계
○ 국내·외 기술이전·사업화 주요 계획 조사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및 문제점 심층 분석

전략적 투자 분담이 필요
○미
 래부, 산업부, 중기청등 부·청별 역할분담을 통한 기술사업화 R&D의 전주기적
관리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수립을 위한 현황 자료, 관련 부처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 입안 참고 자료로의 활용 기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투자 분석 결과를 현황 파악 자료로 활용
○ 국내·외 기술이전·사업화 최신 정책 동향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기대

▶ 연구내용

■기술이전·사업화 이론적 논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사업 및 분석 설계
○ 기술이전·사업화의 개념과 범위, 유형, 기술사업화 성장단계* 등 이론적 논의
* Jolly 기술사업화 5단계 4전이 이론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대상사업 및 분석 항목 설정

■국내·외 기술이전·사업화 주요 계획 조사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지식재산 기본계획,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 주요 제도 및 계획 조사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기술이전·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분석
		 -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술이전·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비교 분석
		 - 기술이전·사업화주요부처(미래부·산업부·중기청)내전체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술이전·사업화사업과 비교 분석
○ 기술이전·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별 포트폴리오 분석
		 -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별 투자현황 포트폴리오 분석, 부처별/사업별 성장단계별
투자현황 교차분석 등
		 - 주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별 투자현황 포트폴리오 분석, 부처별/사업별
정책별 투자현황 교차분석, 주요 정책별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별 투자현황
교차분석 등
*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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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연구

▶ 시사점

■우수성과 및 핵심기술 개발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포상·홍보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및 동기 부여
○ 범부처 차원에서 공통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의 발굴·홍보가
지속적·전략적으로 추진

연구책임자 이길우

○ 전시회 개최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해도
및 관심도를 제고

▶ 연구목적

■국가연구개발 우수 연구성과 발굴을 통해 국가 R&D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우수성과의 후속연구 및 성과 확산 측면에서 선정자 홍보 강화 및 혜택 확장
○ 최근 3년 내 우수성과 선정 연구자는 다음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9항) 100선 선정자

■우수 연구성과 정보를 기술수요자에게 제공하여 우수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 창출의
원천으로 활용

만족도 조사 결과 그리 높지 않은 만족도를 보이는 상황
○ 적극적인 연구자 혜택 개선 및 선정자 홍보 강화를 통해 창조적·능동적 연구 활동
환경 조성이 필요
○ 일반적인 연구자는 과제가 종료되면 후속연구보다 새로 시작한 과제에 집중하게

▶ 연구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선정 추진

되므로, 기술이전·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우수 후속연구 지원이 제도적으로 필요

○ 우수성과 선정 과정, 시기, 평가 방법 등을 확정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홍보 추진 계획 작성
○ 2 013년도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한 부·처·청(20개)에서 추천한 성과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범부처 우수성과 발굴·선정(89건)
○ 2006∼2013년 기(旣) 수상자들의 성과를 검토, 후속연구 우수자 선정(4건)
○ 대학·출연(연) TLO 중 기술이전·창업 우수기관 발굴 및 선정(6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인증서 수여식·발표회·전시회 개최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인증서 수여식 및 전시회 개최(7.24-27)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배포
○ 우수성과 온라인 인기투표 및 「국민공감 우수성과 10선」 선정(10.30)
○ 미래부 박람회(성과확산대전) 연계전시회(11.5-7)
○ NTIS에 우수성과 사례집 탑재, 과총 뉴스레터 기사 기고

■우수성과 수상자 기술가치평가 지원을 통해 성과 활용 방안 모색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2014.7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수여식 및 전시회 개최(2014.7월)]

○ 온라인 기술가치평가(간이평가) 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 수상자 중 희망자를 검토하여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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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지식재산사업 재원배분방향 설정 연구

▶ 시사점

■핵심 지식재산사업 재원배분 방향 도출
○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핵심
지식재산사업(33개)의 투자방향 제시
		 –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창업·사업화·이전·거래 등

연구책임자 김선경

지식재산 활용 분야사업을 확대
		 – 기술, 플랫폼과 콘텐츠의 융합 등 시장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콘텐츠 및 SW
분야를 확대

▶ 연구목적

■지식재산 예산 투자의 효과성 증대 및 지식재산 사업 운영·관리 체제의 효율성 제고
○ 지식재산 환경변화를 고려한 이슈분석을 수행하여 투자의 전략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투자방향 제시
○ 지식재산 사업이 다수부처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적합한 투자배분을 통해 범부처
종합조정 메커니즘의 역할을 수행
○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의 적합성, 계속사업의 연계·협력 강화 등 정책성과

		 – 지식재산 분야의 정부 3.0 구현,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등 정부 정책기조와 밀접한 지식재산 기반 강화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사업 예산편성 시 지침으로 활용
○ 2015년 정부 예산 편성 시 반영 및 2016년 예산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식재산 전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및 재정투입 계획 간 연계 강화

전략성을 고려한 지식재산 사업 재원배분방향 및 기준 제시

▶ 연구내용

■국가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안)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
○ 2014년 지식재산 투자현황 분석
○ 심의대상 사업 선정 및 심의대상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 분야별·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도출
○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주요 지식재산사업 선정
○ 재원배분의 정책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11개 부처 80개 사업(1조 7,978억원)을
집중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책 역점추진 방향을 제시
○ 지식재산 활용 6개, 콘텐츠 3개, 지식재산 정보 2개, 인력 및 문화 5개, 신지식재산 2개
등 신규로 선정된 18개 사업 포함

■배분방향 제시 핵심 지식재산사업 선정
○ 국정과제·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2015년도 투자 강화가 시급한 핵심
지식재산사업으로 9개 부처 33개 사업(1조 708억원) 선정
○ 지식재산사업 운용 시 지식재산 관점의 재정투입 및 사업운영의 역점추진방향 및
개선사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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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 마련

│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

○ 조사·분석 제도개선 전문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 국가R&D 통계수요 증가에 따른 적시적 항목 개편 추진
○ 효율적 정보수집과 분석체계 구축

연구책임자 도계훈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추진체계]
조사·분석 결과 통보

▶ 연구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투자 현황에
대한 조사와 관련 분석자료 산출

연구개발 관련
부처·청

■국가연구개발의 정책기획과 수행, 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의 주요 연혁]

산업통상자원부

◆1
 999년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6조2항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시범사업 실시
◆ 2000년 국가R&D사업 조사·분석 실시
◆ 2005년 모든 R&D사업(인문, 국방 포함)으로 조사대상 확대와 성과항목 추가
◆ 2009년 과학기술표준분류의 이차원 분류체계 조사·분석 적용
◆ 2011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연구수행주체 데이터 검증체계 구축
◆ 2012년 조사대상을 위탁·공동과제로 확대와 조사항목에 연구비 비목 추가
◆2
 013년 연구수행주체 ‘중견기업’ 분류 추가와 ‘범부처 사업’ 구분, 적용분야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세분화

방위사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사·분석 결과 보고와
보고서 제출
조사·분석 자료 제출

조사·분석
기준과 지침 마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제출 자료 검증

·
·
·
·
·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NTIS)

환경부

일반에게 공개

▶ 연구내용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조사·분석 수행
○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수집과 데이터 품질 관리
		 – 3 2개 부처·청·위원회(범부처 포함) 570개 세부사업(16조 9,139억원) 50,865개
세부과제의 조사·분석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관련 연평균 300건의 관련 통계 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는 조사·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표준운용절차 수립
○ 조사·분석 검증 기간 단축을 통한 자료 활용도 제고

▶ 시사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R&D사업 추진 효율화에 기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과학기술 종합조정에 기초가 되는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R&D 효율화에 기여

■자료의 수집·검증체계 효율화와 대국민 통계서비스 강화 필요
○ 과학기술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시의 항목 개편, 자료의 수집과 검증체계를
효율화 필요
○ 정부 3.0 정책에 대응하여 대국민 통계서비스 확대 필요

92

2014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2014

93

38

│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 시사점

■2013년도 국가R&D 성과는 전반적으로 증가
○ 특히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국내등록특허 건수가 27.3%, 해외등록특허 건수가
27.0% 증가하였고,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도 각각 32.4%, 17.1%로 크게 증가
		 – 사업화 건수는 전년대비 5.8% 증가하였으며, SCI논문과 기술료 징수건수는

연구책임자 조현정

전년대비 소폭(5.5%, 4.6%) 감소

▶ 연구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연구와 수집된 성과의 종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산출성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국가 R&D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틀 확립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분석의 주요 연혁]
◆ 2005년 성과자료 제출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시범조사 실시
◆ 2006년 모든 사업에 대해 성과자료 입력 시행
◆2
 007년 성과지표 간소화(15개 → 6개), SCI논문·국내특허·기술료 항목 검증 시작,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공식 집계 착수 (성과분석은 미실시)
◆ 2008년 SCI논문, 국내특허, 기술료, 사업화 성과분석 최초 실시
◆ 2009년 SCI논문의 질적 수준 분석 시작
◆ 2010년 SCI논문과 국내·외 특허의 상세분석 강화
◆ 2011년 SCI논문 피인용도 분석 시작 및 성과통계 시계열 분석 강화(5년)
◆ 2013년 SCI논문과 특허성과의 질적분석 강화

▶ 연구내용

■국가R&D 투자와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투자 확대가 SCI 논문, 특허,
사업화 성과의 증가에 기여
○ 기술료의 경우, 기술료 감면 정책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

■SCI논문은 총 게재건수와 더불어 피인용 횟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이 병행하여 성장하는 추세
○ 특허의 경우 양적 확대와 해외 특허 권리 확대 등이 고무적이나, 평가등급 중·
하위권 분포를 고려할 때 질적 수준 제고도 필요

■향후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검증체계를 개선하여 성과자료의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 S CI논문과 특허를 제외한 성과의 검증이 어렵고, 활용이 제한되는 한계 존재

■2013.1.1 ~ 2013.12.31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성과분석 자료 수집*과
검증
* 성과년도 입력 기준은 과제 협약일 기준이 아닌 성과 발생일 기준(2013년 성과는 2013.1.1
~2013.12.31까지 발생한 성과를 의미)

○ 논문, 특허 등 성과데이터 검증과 SCI 논문, 국내특허 기여율 조정
○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연수지원 성과의 수집 및 정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 실시
○ 부처별, 기술분야별, 연구수행주체별 등의 성과정보에 대한 기초 통계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SCI 논문과 특허 등에 대한 질적 가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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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통계 자료 수집·구축 및 과학기술통계백서 작성  

│ 2014년 범부처 과학기술통계 분석

○ 재구성한 과학기술 통계지표 체계에 따라 각 부문별 최신 통계 자료 및 시계열 자료
구축
		 –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기존에 구축한 통계

연구책임자 안병민

자료와 통합하여 시계열 자료 구축
		 – 구축한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 과학기술통계백서’ 및 ‘주요 과학기술통계
100선’ 작성·배포

▶ 연구목적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는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민간 부문 과학기술전략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에서는 관련 통계작성 및 지표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
○ 과학기술은 새로운 성장원천 발굴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
○ 그러나 국내외 과학기술관련 통계의 종합적인 현황 및 분석이 용이하지 않으며
전략적 투자 등 과학기술 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

■이에 국내외 과학기술 통계지표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및 선진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과학기술 통계지표를 통합하고 시계열 자료와 함께 정확한 메타정보를 제공하는
과학기술통계백서의 지속적인 발간 필요

▶ 시사점

■정기적인 ‘과학기술통계백서’ 및 ‘주요 과학기술통계 100선’ 발간을 통한 국내외
과학기술통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활용도 증진
○ 과학기술정책 입안자, 관련 전문가 등에게 시의성 있고 객관성 높은 R&D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활용도 증진에 기여
○ 또한 국내외 과학기술·R&D 관련 통계를 분석·정리하여 백서로 발간·배포
함으로써 과학기술통계의 확산과 이해도 제고에 기여

■R&D관련 새로운 통계작성 추세에 맞는 신규 통계지표 발굴 필요
○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등 경제통계와 R&D 통계의 연계 필요

▶ 연구내용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통계 현황 파악
○K
 ISTEP 수행 R&D 관련 통계조사뿐만 아니라 STEPI, 중기청 등 국내기관이 수행
하여 공표하는 R&D 관련 통계조사 현황 파악
		 – (국내) 연구개발활동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외에 중소기업 기술통계
조사, 기술혁신조사 등에 대해서 조사체계, 조사구조, 조사표 주요 내용 등 파악
		 – (국외) OECD의 MSTI, STI Scoreboard, STI Outlook, Factbook, STAN DB,
WIPO의 Statistic DB, 미국·유럽 특허청 DB, IMD·WEF 의 경쟁력 지표 등에
대한 통계자료 구조 분석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 체계 검토 및 구성
○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통계 현황을 참고로 하여 기존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 체계에
대한 재점검 및 체계 구성
		 – 과학기술통계를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성과, 과학기술혁신,
기타과학기술 5개 부문으로 나누되 기존 통계조사 변화 및 통계자료 니즈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체계*재점검
* 현재 과학기술통계백서는 5개 부문별로 총 330여개의 지표로 구성

		 – 조사방법(범위, 표본추출방법) 및 산출기준(용어 정의상의 차이, 조사 시점) 등을
바탕으로 각 유관 통계조사에서의 의미해석상 유의점, 중복 및 유사지표 처리
방안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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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조사대상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 시사점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에 대한 신뢰성 있고 정책 활용도 높은 기초
통계자료로 제공
■국가 공식통계로 OECD 등에 통보하여 R&D 통계의 국제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관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

연구책임자 오윤정

○O
 ECD 연구개발활동조사 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따른 조사방법을 채택한
국제동향을 반영함으로써 R&D 통계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

▶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 연구개발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 대상 기관 수의 증가에 따른 인적, 물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데이터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검증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

■OECD에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제공하여 국가 신뢰도 제고 및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
[연구개발활동조사의 근거 및 연혁]
○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 승인번호 제10501호 (1982. 7. 16)
○ 1963년 연구기관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매년 전년도 연구개발활동 실적을 조사하여 발표
– 1963년 :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에서 ‘연구기관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
– 1967년 : 과학기술처로 동 업무를 이관하며,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로 명칭 변경
– 1982년 :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로 승인
– 1995년 : O
 ECD의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따른 조사 사항, 방법 채택 실시
–1
 996년 : 과학기술처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서
실시
– 1999년 :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지정통계로 전환)
– 2008년 : 조사범위를 인문·사회과학분야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활동조사’로 명칭 변경

▶ 연구내용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법 개선
○ 작성자 편의성 제고 및 정책수요, 활용도를 고려한 조사표 개선
○ 응답자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표 설계

■2013년도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사 실시
○ 공공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기업체 등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등 연구개발현황 조사 실시*
		 – 국제기준인 OECD 연구개발활동조사 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따라 조사
			

※ 우편에 의한 자계신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전화, 이메일, 웹조사 등을 병행
* 41,86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34,100개 기관이 응답(회수율 : 81.4%)

○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59조 3,009억 원, 연구원 수는 321,842명(FTE 기준)로
전년에 비해 각각 6.9%, 2.1% 증가
		 – GDP대비 비중은 4.15%(전년대비 0.13%p 증가)로 OECD 국가 중 최고

■조사결과의 분석, 보고 및 체계적인 DB 관리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 NTIS 과학기술통계서비스 등을 통한 주요
결과의 온라인 시계열 서비스 제공
○ 최종 분석보고서* 작성 및 OECD에 주요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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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내외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통계브리프 발간
연구책임자 류영수

▶ 연구목적

■과학기술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각국의 과학기술정책이 글로벌화를 지향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현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정책현안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해외 선진국들은 각국의 과학기술 동향 및 통계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 및 핵심기술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지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가공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 및 전략수립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연구내용

■과학기술 정책 이슈와 관련된 국내외 과학기술 통계자료의 발굴·분석
○ 국내 연구기관, 미국 과학재단, OECD, WIPO, 세계은행, IMD, WEF 등이 발간하는
주요 과학기술 관련 통계자료 발굴
○ 우리나라의 현황과 더불어 주요 국가별 현황, 연구개발 주체별 현황, 국가경쟁력
지수 분석 등 과학기술통계 분석
○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슈와 연계된 과학기술통계지표의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종합조정,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통계분석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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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부문 투자 현황

투자

18

2012년도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인력

19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기타

20

우리나라의 표준활동 현황

기타

21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22

WEF 세계경쟁력 분석

23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활동 현황

기업

24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투자

25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활동 현황

기타

26

WIPO자료로 살펴본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PCT 특허 출원 현황

성과

27

2014년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

28

주요국의 하이테크 산업 현황 분석

기업

29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 현황

기타

30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기업

인력
경쟁력

경쟁력

■정책 이슈와 연계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KISTEP 통계브리프’를 작성·배포함으로써
R&D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KISTEP 위상 강화에 기여
○ 이스라엘 등 非영미권 국가로 범위 확장, 과학기술 유관 분야 통계분석을 강화하여
R&D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강화

■6대 분야별 30개 주제의 통계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으나, 향후 과학기술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선제적인 이슈 발굴 필요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슈 발굴 노력 필요

[2014년 KISTEP 통계브리프 발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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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호의 통계브리프를 KISTEP 정책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바, 정책

○ 작성된 ‘KISTEP 통계브리프’는 주기적으로 온라인 배포

KISTEP 통계브리프 제목

▶ 시사점

구분

		 – 우리나라의 표준활동 현황, 벤처캐피탈 현황 등

○ 통계분석 결과를 총 30회의 ‘KISTEP 통계브리프’로 발간·배포

호수

KISTEP 통계브리프 제목

호수

구분

1

미국 과학·공학 분야 인력 현황

인력

2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 발표 현황

성과

3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인력

4

일본 기업 연구개발활동 현황

기업

5

주요국 피인용 상위 1% SCI 논문 현황 분석

성과

6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인력

7

이스라엘 연구개발활동 현황

8

2013년도 독일 혁신지수 분석

투자
경쟁력

9

OECD 자료로 살펴본 세계 에너지 현황

10

OECD 자료로 살펴본 주요국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11

IMD 2014 세계경쟁력연감 분석

경쟁력

12

2013년 중국 국가혁신지수 분석

경쟁력

13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특허 성과 현황

성과

14

미국 정부의 FY 2015 R&D 예산요구안 분석

투자

15

2013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투자

16

2012년도 우리나라 기술무역 현황

성과

기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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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ST-SWOT-FUZZY-ANP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

│ 2014년 주요 경쟁력 보고서의 과학기술경쟁력 종합분석

○ 주요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보고서들은 복합지표 접근법을 활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과학기술경쟁력의 제고전략을 제시하는 데 한계점 존재
○ 이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PEST-SWOT-FUZZY-ANP 방법론을 개발하고 한국 신약

연구책임자 엄익천

개발 분야에 적용해서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전략(안) 제시

▶ 연구목적

■IMD의 세계경쟁력연감, 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 등 다양한 과학기술경쟁력 보고서의
종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세계적 위상 진단과 제고방안 마련
○ 심층분석의 일환으로 PEST-SWOT-FUZZY-ANP 방법론을 새롭게 제안하고 동
방법론을 활용해서 한국 신약개발 분야의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전략(안)을 제시

▶ 시사점

■과학기술경쟁력 제고 전략의 수립을 위한 관련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한 참신한 시도
○P
 EST-SWOT-FUZZY-ANP와 같은 과학기술경쟁력 제고 전략의 수립 방법론 개발
에서 진일보하여 지속적인 개선방향 모색도 필요

■과학기술경쟁력 보고서들의 세부지표 유형화와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방법론 비교·
분석을 통한 COSTII 모형의 복합지표 방법론과 세부지표 등의 개선 기여

■혁신선도국과 혁신후발국간에는 혁신격차(innovation gap)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
하기 위한 창의적인 혁신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
○ 국가혁신역량의 혁신격차는 단기간에 좁혀지지 않는데, 지속적인 과학기술 투자와
성과창출, 조직혁신 등을 통해 꾸준히 축적되는 국가혁신역량의 누적 효과 특성에

▶ 연구내용

■COSTII 측정모형의 개선방향 제시
○ 국가혁신역량의 개념정의와 복합지표 측정모형 이론적 논의
○C
 OSTII 모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①국가혁신역량 측정모형의 이론적 근거와

기인
○ 중국의 양적 급성장에 기반한 기술추격 대응과 중국의 강점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대중국 과학기술 전략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

타당성, ②복합지표의 수정·보완, ③복합지표의 가중치 설정과 정규화 방법,
④복합지표의 측정오차와 민감도 분석의 4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논의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주요 보고서들의 종합분석
○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주요 보고서들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의
강·약점 영역을 종합적으로 진단
○ 2 014년 보고서에서는 블룸버그 통신의 혁신지수와 중국 국가혁신지수를 새롭게
발굴하여 주요 내용을 분석
○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보고서인 IMD 세계경쟁력연감과 WEF 세계경쟁력
보고서의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내용은 별도의 조사자료(2권)와 KISTEP 통계브리프
발간
[세계 주요 기관의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보고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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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2014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균형 잡힌 향상을 위해 제도적 인프라, 과학문화 등 기반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총액, 기업연구개발투자,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세계 최고수준

연구책임자 인가진

		 –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효율화 및
투자인프라 선진화 등 글로벌 선도전략이 필요
			

▶ 연구목적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수(COSTII*)를 통해 국가별 과학기술
혁신역량 수준을 비교·분석
* 과학기술혁신지수(COSTII: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연
 구개발투자총액(4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액 비중(1위),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 비중(1위),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2위)

○ 지원제도와 문화 항목,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정도(26위)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26위) 등 사회적 제도 및 인식과 관련한 지표는 하위권에 고착

○ 국가혁신체계(NIS)에 기초하여 투입 → 활동 → 성과에 이르는 혁신의 전 주기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

		 – 과학기술 대중화를 통한 긍정적인 과학문화 생성, 과학문화 지속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
		 – 수요 지향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발굴,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연구내용

■과학기술혁신의 전 과정을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등 5개 부문으로 구조화하여,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지속적인 COSTII 지표체계 검토를 통해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국내외에 홍보활동을
강화해 COSTII의 브랜드화 전략도 필요

○ 평가지표는 5개 부문, 13개 항목, 31개 지표(정량지표 27개와 정성지표 4개)로 구성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평가지표]
자원
•인적자원(3)
•조직(2)
•지식자원(2)

활동
•R&D투자(5)
•창업활동(2)

네트워크

환경

성과

•산·학·연 협력(2)
•기업 간 협력(1)
•국제 협력(2)

•지원제도(2)
•물적 인프라(2)
•문화(2)

•경제적 성과(3)
•지식창출(3)

* ( )는 지표 수

■2014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총 30개국)에서 우리나라는 12.539점으로 7위를
차지
※우
 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 순위 : ’06년 12위 → ’07년 12위 → ’08년 12위 → ’09년 12위 → ’10년
11위 → ’11년 10위 → ’12년 9위 → ’13년 8위 → ’14년 7위

○ 우리나라의 순위는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한 것으로 이는 네트워크, 자원, 활동 부문의
지수 상승에 기인

■활동 부문은 2위로 강점인 반면 환경 부문은 23위로 매우 취약
○ 강점인 활동 부문은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한 반면 약점인 환경 부문은 전년대비 3단계
하락하여 강점부문과 약점부문 간 격차가 증가
[우리나라 부문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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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활동

4

3

3

4

7

6

4

3

2

네트워크

17

15

18

20

18

19

16

12

11

환경

14

16

20

18

19

19

19

20

23

성과

9

11

14

14

9

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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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분석 기반 의사결정 지원 포털 구축

│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정책결정지원 서비스 강화
		 -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미래예측사이트 및 영문 소개페이지 신규 구축

연구책임자 전승수

○ 의사결정지원 포털 서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강화
○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장비, DBMS(Oracle), 통계관리도구(Spotfire Sever) 도입 및
국내외 전자저널 등 DB 구매

▶ 연구목적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 제고
○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를 통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축
○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시·적합한 과학기술 정책수립, 예산조정·배분, 정책집행,
사업평가 업무 지원 체계 구축

■KISTEP 고유의 방법론과 분석도구의 개발을 통한 증거 기반의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 및 서비스 개발
○ 분석방법론 연구 및 정보 수집·분석·활용 도구의 고도화를 통한 심층분석 기반
확대
○ 과학기술 정책기획·예산조정·사업평가·관련통계 자료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기반 의사결정지원 서비스 개발

▶ 시사점

■개념 확장을 통해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인텔리전스 체계의 중심 서비스로 확대ㆍ재편
○ 유관 정책기관 및 연계 서비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정보 공유·연계
체계 구축
○ 증거에 기반을 둔 기획·평가, 정책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史庫
(사고)’의 역할 기대
○ 정부 3.0과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유능한 정부의 현실화에 기여하고 선도 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 유도

■다양한 연계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험 요소 사전 발굴·제거
필요성 증가
○ 특허, 논문, 시장자료는 저작권의 문제로 외부사용자에게 제공이 제한되어 서비스
품질향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연구내용

■개방형 과학기술혁신 정책기획·조정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과학기술혁신 정책기획·조정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분석 기반 제공
		 – 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최신 정책이슈 도출 지원 및 심층 이슈분석지원 정보 연계
		 – 행정체계 개편을 반영한 중장기계획 연계·조정 지식베이스 구축·활용 및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실태조사 정보 제공
○ 미래예측 및 유관분야 연구 지원을 위한 지식 기반 구축
		 –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분석 기능 제공 및 지식공유·확산을
위한 연구결과 공개 및 모니터링 창구 마련
		 – 최신 기술동향 자료(10대 유망기술, 미래포럼 등) 분석 및 관리 기능 개선

■예산조정, 성과평가 업무지원 및 과학기술 통계 관리 개선

○ 조사·분석과 같이 타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구조 변경에 따른 추가 개편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위험성을 내포
○ 연계시스템 운영주체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정책의 변경 및 시스템의 전환
작업 수행 필요

■적시·적합한 업무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수집·
분석하여 서비스 개발에 적극 반영
○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해 정책의 기획자, 평가자, 연구개발 수행자 등이 서비스를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
○ 요구사항의 정의, 분석, 변경의 과정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의 정합성을
높여 향후 수정사항을 최소화

○ 연구개발 예산조정·배분 업무 개선 및 평가업무 지원기반 마련
		 – 예산심의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현황 시계열 통계분석 및 시각화 정보 제공
		 –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정보 제공, 평가 대상사업 유사중복 검증, 평가위원
선정 지원을 통한 평가업무 효율화
○ 과학기술 관련 통계 관리 및 분석 업무 고도화
		 – 과학기술통계, 조사·분석, 기술수준평가, 과학기술예측 등 각종 통계지표
현행화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 관리 기능 개선 및 통계 UI 일원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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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 7개 사업

│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2014년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수행 사업 목록]
구분

연구책임자 황지호

부처
산업부

▶ 연구목적

2013년
하반기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농진청

수행 사업명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농업기후변화적응체계구축사업
질환별 후보물질 발굴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

미래부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미래전략핵심기술사업

부장관 주관으로 실시
○R
 &D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SOC 등 기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괄 수행

■R&D부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획력이 미비한 사업 및 대형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서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방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신규 투자의 적절성을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전문적·객관적으로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통해 부처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력 향상과 사업
추진 시 성과 제고에 기여

▶ 시사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해당 부처에 통보되어 차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효과적으로 활용
○R
 &D 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추진 여부, 적정 사업기간
및 적정 사업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고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통해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력 향상과 연구
개발의 불확실성 경감

▶ 연구내용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16개 사업 및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7개 사업 조사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 : 16개 사업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사업 목록]
구분

2013년
하반기

부처

수행 사업명

산업부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사업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사고 환경피해 예방 및 관리 기술개발사업

미래부

해수부

국가분자이미징센터 구축사업
한국형 달 탐사선 개발사업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수산자원 관리 및 이용 기술개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Multi-Terminal 직류 송·배전 시스템 개발

2014년
상반기

산업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개발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사업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 사업
국민 안전 로봇프로젝트
휴먼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구축사업

미래부

국가 초고속성능컴퓨팅 인프라 선진화 사업
빛가람 사물인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연구센터 구축사업

108

2014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2014

109

46

│ 예비타당성조사 체계 개선 및 표준지침 개정

▶ 시사점

■조사결과의 객관성, 신뢰성, 일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외적 만족도
향상을 기대
○ 체계적이고 효율화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방법론, 기초자료, 사례분석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SMART한 업무수행환경을 조성

연구책임자 황지호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판 발간을 통해 조사의 이해도 및 제도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

▶ 연구목적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인 KISTEP의 위상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조사체계
마련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분석결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자료의 체계화
○ 기존 분석방법론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보완할 수 있는 신규 방법론 탐색

○ 분석의미, 분석방향, 분석사례 등 구체적인 개념과 방법론을 제시하여 조사의
이해도를 제고
○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전반적인 R&D기획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1판(2011년)의 발간 이후, 새로운 분석
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 등으로 인한 조사방법 개선 사항과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이해하고 사업을 기획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 부처나
연구자의 지침에 대한 수요 대응의 필요성 대두

▶ 연구내용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의 구축 및 전문화된 다양한 방법론 연구
○ 과거의 유사사례 분류 및 검토
		 – 논리모형의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방안 고도화 및 사례 연구
		 – R
 &D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도출 개념, 출연연구소의 시설물 구축 비용 등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전문적인 분석 방법론 검토 및 분석
		 – R
 &D 프로그램 기획, 제품의 시장규모 예측·산정 등을 위한 프로세스 및 방법론
검토 및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기반연구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개정
○ 분석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보강하여 독자의 이해도 제고
		 –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질문 중 실효성이 낮은 질문을 통합 및 조정하고
평가질문별 의미와 분석방향 추가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비용 및 편익 추정방법론 등에 대한 세부 내용 보강
○ 기술적 타당성의 심층분석 강화
		 – 기술적 타당성 분석 부문의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요소를 기본평가
항목으로 상향하여 AHP 평가 시 개별 심층평가가 가능하도록 개편
		 – R
 &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적합한 논리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쟁점도출
및 분석방향 제시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체계화 강화
		 – 비용 및 편익의 분류체계 확립 및 세부항목별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편익 추정에 활용되는 주요 요소들의 정의와 적용방법을 구체화하여 조사의
현실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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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통해 예산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수용성 제고

│ 2014년 국가R&D사업 사전분석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판)」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과
광주에서 각 1회씩 총 2회 실시 (1회 4시간 과정)

연구책임자 강현규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과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KISTEP 내부연구진(PM)이 강사로 활동

▶ 연구목적

○ 2 회의 교육동안 재정사업 담당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R&D관련

■국가R&D사업 사전분석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R&D부문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 및 수용도 제고

담당자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 참가자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종합만족도
: 4.48 (만점 5.0))

○R
 &D 사전분석 콜로키움 운영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를 통해 R&D부문

■연구·기술동향 및 조사에 활용되는 방법론 파악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8회의 전문가 세미나 개최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R
 &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통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으로서의

○ 바이오화학/바이오에너지, 원자력, CCS 등의 기술분야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책임성 강화 및 국내 R&D사업 기획역량의 제고에 기여

시장분석, 품질특성 이해를 통한 평가 등 조사방법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세미나

○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하였던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실시

도출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
○ 2 014년에 조사가 실시되었던 2013년 하반기 대상사업 및 2014년 상반기 대상사업의

▶ 연구내용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개최(연간 4회)를 통해 세부
분석방법론의 개발 및 보완과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자문위원과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수행체계 및 진행 방식, 조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시장 수용도를 측정하고 개선방향을 도출

○ 각 회별로 기술, 정책,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KISTEP 내부연구진 등 30명 정도가
참석
○ 내부연구진의 방법론 연구결과 및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위탁연구과제의 중간 및

▶ 시사점

최종결과에 대한 토의를 통해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

○R
 &D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재정 운용절차로써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개최 현황]
회차
2014년
제1회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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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내용

발제자

정책적 타당성에 관한 이슈 분석 및 활용 연구

한성구(KISTEP)

R&D 정책·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론

윤윤규(노동연)

“R&D기반 구축 타당성 분석 방법론”

2014년
제3회
(9/12)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론 고도화”

2014년
제4회
(10/28)

“체계 개발사업 및 친환경 기술 개발사업의 분석 방법론”

실증플랜트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분석방안
장비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총괄기관인 KISTEP의 위상도 제고
○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법론을 고도화해야 하며, 이를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새로운 이슈”

2014년
제2회
(6/30)

■KISTEP은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객관성, 그리고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김정권(KISTEP)
유경만(NFEC)

연구개발사업의 편익 발생기간 중 편익분포 추정 연구

주시형(전남대)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추정을 위한 통계분석 모형개발

서병태(성균관대)

체계개발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방향

전홍배(홍익대)

R&D단계 친환경기술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안윤기(POSRI)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유지·강화할 필요
○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규 R&D사업을 기획하거나 R&D사업을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의 범위 및 방법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의 강화 필요
○ 다양한 분야의 R&D사업이 기획되고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지속적으로
최신 연구·기술동향을 조사하고 신규 R&D사업으로 기획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 및 전문가 파악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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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일관성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 R&D부문

시장규모 예측 방법론 연구

▶ 시사점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시 시장 규모 예측 등 조사결과의 객관성 및
일관성 제고 측면에서 활용 가능
○ 한정된 데이터를 통한 미래시장규모 예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장규모 예측
방법론 도출 및 활용 가능성을 검토

연구책임자 박정일

○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석 방법론의 도출 및 실제 적용을 통한 문제점
개선 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의 지속적
마련이 필요

▶ 연구목적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시 사업의 성과가 파급되는 미래시장
등의 규모예측이 편익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
○ 특히 산업기술 R&D 부분의 시장적 편익 추정은 대부분 시장수요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어 미래 시장규모가 편익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
○ 미래의 편익발생기간 동안의 시장규모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존재하므로 중립적 시각에서의 예측 방법론 도출 및 적용 필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및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미래의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나 합리적인 방법론 도출에 대한 지속적 요구 증가
○ 시장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편익발생기간 동안의 시장규모

추정을 위한 기존

분석방법론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의 도출이 필요

▶ 연구내용

■기존 연구 사례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한정된 데이터 기반의 미래시장 규모 예측을 위한
활용 가능 방법론 도출
○ 계량 모델에 기반한 미래 시장 규모 예측 방법론의 합리적인 설명변수 설정을 위한
기존 사례 조사 및 문헌 연구
○ 통계학, 경제학 등 이론을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계량적
기법 사례 조사를 통한 활용 가능 시장규모 예측 방법론 도출

■산업별 특허 출원을 설명변수로 활용한 산업별 생산액의 미래시장 규모 예측 방법론의
적용 연구  
○ 특허와 산업별 생산액의 데이터 수집 및 상호연관성 분석을 통한 주요 산업별 미래
시장규모 도출 및 활용 가능 방법론 도출
		 – 국제특허분류(IPC)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연계한 산업별 특허 출원
데이터 수집 및 미래 특허 규모 예측을 위한 성장곡선 모형 적용 및 분석
		 – 산업별 생산액 추정을 위한 유한시차모형 및 스탁조정 모형을 이용한 무한시차모형
등의 적용을 통한 유효 방법론 도출 및 주요 산업별 시사점 도출

■한정된 시장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시장규모 예측 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방법론의
유효성 및 활용 가능성 검토
○ 한정된 시장 데이터 vs 확장된 시장 데이터 간의 주요 산업별 생산액 추이 비교 및
활용 가능성 검토
		 – 주요 산업별 도출된 계수를 활용한 산업별 생산액 예측 방안의 타당성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한정된 시장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생산규모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설명
변수 도입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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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편성 지원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R&D예산 편성 지원

○ 2014~2018년도 부처 중기사업계획서 분석 및 기재부 중기 심의 지원
		 – 국내외 환경변화 및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중기 R&D총량 규모 및 설정 지원
		 –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적정 투자규모 및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지원

연구책임자 안승구

○ 2015년도 부처 예산요구서 분석 및 사업별 심의자료 작성 지원
○R
 &D투자 효율화를 위한 정책이슈를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기재부 예산편성

▶ 연구목적

과정 등에서 활용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기획평가비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출연(연) 지방분원 및 지역기반구축사업 현황분석 및 효율화 방안 제시

○ 정부 R&D 중장기 투자규모 및 정책방향 제시

		 – 집행부진사업 편성규모 및 사업기간-회계연도 간 불일치 검토

		 – R
 &D투자 및 성과분석,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창조경제 조기 실현을 위한 정부

		 – 감사원, 국회, 언론 등에서 많이 지적된 사업 분석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 장기 계속사업 중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 대상사업 도출 등

○ 차년도 정부 R&D예산의 전략적 편성을 지원하여 창조경제 조기 실현 및 R&D투자
효율화에 기여
		 – 사회환경 및 시대적 요구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이슈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 시사점

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중기 정부 R&D 투자의 기본 방향 및 전략 제시
○ 창조경제 성과 창출 및 확산,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 3대 중점투자분야와 정부 R&D 투자 효율화, 내실화 분야를 제시하고, 11개

▶ 연구내용

■국가재정운용계획 R&D분과 작업반 운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창조경제
조기실현’을 위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마련
○R
 &D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재정전략회의 및

중점추진 전략 방안을 제시

■R&D 재정 경직성 해소 및 투자 효율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슈 선제적 발굴
○ 정부R&D 예산 20조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R&D 시스템 혁신 방향 제시

’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창조경제 조기 실현을 위한 정부 R&D 중장기 투자 방안 수립
		 – 기술이전·사업화 부진의 원인 진단 및 효과적인 지원방안 도출
		 – 다부처 협력사업의 효율적 협력모델 도출 및 출연연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 도출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R&D분과 작업반 운영(10회),
공개토론회 개최(1회)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안)]

“R&D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창조경제 조기 실현
창조경제
성과 창출 및 확산
①선
 도·창의형으로 정부 R&D
패러다임 전환
②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추진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무 강화
⑤일
 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R&D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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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③과
 학기술·ICT 융복합을 통해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④ 정부 R&D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 강화

R&D 투자
효율화·내실화
⑥ 연구시설·장비 투자 내실화
⑦ 새출구조조정 지속 추진
(유사중복 정비, 장기계속사업 일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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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투자 효율화 방안 검토

│ 정부 R&D투자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이슈분석 및 정책기반

○ (미활용 특허) 공공연구기관에 적합한 특허 활용 및 미활용에 대한 개념 설정 및

구축

활용도 제고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설계
○ (다부처 추진체계) G7, 차세대 성장동력, 신성장동력, 전주기 신약개발, 나노융합

연구책임자 안승구

2020, 골든씨드 프로젝트 등 6개 다부처 사업에 대한 특성을 분석, 향후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집단연구 특성분석) 집단연구과제의 유형별 특성 분석을 통해 협업과제 실효성에

▶ 연구목적

■급변하는 대내외적 정책 환경을 고려한 R&D투자의 전략적 투자방향 및 효율화 등에
대한 방안 마련

대한 실증분석과 효율화 방안 도출
○ (R&D 지원·관리체계) 산업지원 R&D사업에서 나타나는 다소 복잡한 중층 R&D

○ 복지 수요 증가, 국정과제 이행 등 정부재정의 압박 요인 증가에 대비한 정부 R&D

지원·관리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예산의 효율성 확보 방안 도출 필요

■R&D예산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R&D예산정책 콜로키움)을 통해 정기적으로
예산정책 관련 핵심이슈 논의 및 정책 대안 도출

○ 양적 성장 위주의 단기적 R&D정책 추진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과 계획 수립 필요

■창조경제 실현을 조기에 구체화하고 새로운 R&D 혁신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정부
R&D예산 편성 지원을 위한 선제적인 이슈 발굴과 분석 추진

▶ 시사점
▶ 연구내용

■주요국의 R&D 중장기 투자전략, R&D예산 편성체계 분석
○ (미국) 연구재단(NSF), 에너지부(DOE), 상무부(DOC) 등의 중장기 전략 목표,
목표의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 등 분석
○ (일본) 과학기술 예산편성체계의 변화 검토,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분석

■정책분야별 R&D 성과 및 투자전략 분석
○ (중소기업) 정부의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중소기업 R&D 자금지원 방안 마련
○ (중견기업) 정부 R&D 사업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현황 및 문제점 분석, 중견기업
육성 전략 및 지원방향 모색
○ (지역R&D) 지역 R&D사업의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 R&D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탐색

■기술분야별 R&D 투자전략 검토
○ (ICT R&D) 주요국의 ICT 전략과 R&D 추진방향, 중점 연구 분야, ICT 예산, 특성
등을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재난안전, 원자력 R&D) 재난안전 및 원자력 R&D투자와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R&D 효율화를 위한 개선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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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간 협력으로 통합적인 예산배분 전략 및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실효적인
사업별 중기계획 연계 추진 필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와 안정적인 자금공급 시스템 구축, 기존 R&D
사업과 차별화된 중견기업 전용 R&D사업 신설, 성과창출을 위한 지역기업 맞춤형 R&D
사업 기획 강화 필요
■장기·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미래 ICT 원천기술을 선정하여 지원, 부처 간 통합적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구축, 원전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 추진 및 원전 전문인력 적기
양성 필요
■정부 R&D투자 효율화 방안
○ 공공연구기관에 적합한 특허 활용 및 미활용에 대한 개념 설정을 토대로 미활용 특허
활용도 제고방안 제시 필요
○ 다부처 추진체계를 위한 R&D 연계 협력 방안 및 다부처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규정이나 지침 제정 시행 제시 필요
○ 집단연구 특성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
○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선택과 집중형 R&D사업구조로 개선함으로써 정부
R&D지원의 효과성 확보 가능

■R&D예산정책 콜로키움을 4회 개최함으로써 R&D 예산정책 관련 핵심이슈 논의 및 정책
대안 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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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실패사례 4건을 선정하여 기술사업화 실패의 원인 등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화
담당자 개별 인터뷰 진행

│ 정부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실패 사례 연구

○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발생한 문제들이 기술사업화 실패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공통적으로 확인

연구책임자 김용정

○ 구체적으로는 급변하는 시장과 관련된 노하우 부족, 시장 트렌드 분석 실패, 그리고
부적절한 시장 진입시점 등으로 구분 가능

▶ 연구목적

		 – A
 기업 : 시장경쟁이 극심한 LED 시장에 진입하면서도 마케팅 및 시장 분석

■공공R&D 기술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된 이후, 민간의 기술사업화 성공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정책 모색

노하우 부재, 마케팅 및 영업 인력 전무
		 – B 기업 : 시장의 성장방향을 적절히 예측하지 못하여 실수요가 미증가

○ 공공(연)으로부터 특허를 이전 받은 중소기업의 사업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 C 기업 : 시장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 진입시점이 과도하게 성급

실시한 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공공(연) 이전기술의 사업화 실패에

		 – D
 기업 : 수요자 차원의 시장성을 간과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영향을 미친 실패요인 도출

기술을 고집

○ 또한, 양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적 실패사례에 대한 심층인터뷰 추진

■기술사업화 실패사례에 대한 연구는 향후 동일한 사유로 인한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입안자들이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연구내용

▶ 시사점

■공공부문 보유기술의 추가기술개발을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하기보다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기술, 주변기술 개발(기업니즈 반영)을 공공연구기관(기술공급자)이
중심이 되어 먼저 완료한 후,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하여 사업화 추진
■목표시장 규모가 크고 불확실성이 낮은 공공부문 기술이 우선적으로 발굴되어 중소기업에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정보인프라(예. NTB) 기능을 강화

■공공(연) 이전기술의 기술사업화 실패 요인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
○ 이전된 기술에 대한 기업의 추가기술개발 추진, 이전된 기술과 대체(경쟁)할 수 있는
기술의 존재, 목표시장 내 불확실성은 기술사업화의 실패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 반면, 이전된 기술과 결합하여 기술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완적 기술의
보유, 기술공급자와 협력, 목표시장의 규모, CEO의 추진의지와 경력관련성, 기업의
자금조달 역량과 핵심기술 확보역량은 기술사업화의 실패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

■전문인력채용지원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기술경영·마케팅 인력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초기 수요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구매제도 확대 및 신제품/신기술 인증
지원 강화
■기술공급자인 대학, 출연(연)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기술사업화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또한, 대기업과 공동참여로 미리 수요를 반영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추가기술개발 추진

보완적 기술 보유

목표시장 규모

실패
대체(경쟁)기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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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불확실성

필요

기술공급자와 협력

기업 기술확보 역량

기업 자금조달 역량

실패

■기술사업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출연금을 통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보증, 성공불융자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을
활성화할 필요

CEO 추진의지

CEO 경력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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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회계 R&D사업 효율성 평가 지표(안)의 계층 구조]

│ 지특회계 R&D 사업의 효율성 측정 방법 개발 및 적용

지특회계 R&D사업 효율성

- 혁신 클러스터 구축 목적의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이동욱

▶ 연구목적

사업 단위

사업
집적도

사업
계획

■지특회계 R&D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론 및 지표체계 개발을 통해 지역 R&D와
지특회계 R&D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클러스터 단위

R&D
인프라

네트
워크

산업 단위

지역 단위

외부
효과

생산성

지역
발전

사업
지배력

○ 지특회계 R&D사업의 추진에 있어 유사·중복 문제, 추진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사업 기획

시설장비

참여기업

지역총생산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특회계 R&D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론

추진체계

제도

생산성

지역계획

성과관리

정주여건

기관 교류

지역특성

지역내비중

공동연구

기술수요

집중도

지식교류

제안
○ 지역발전사업으로서의 특성과 R&D사업으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특회계
R&D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평가 방법론 개발
○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 이론을 차용한
평가 지표 및 방법론 제안을 통해 향후 지특회계 R&D사업의 올바른 추진전략과
방향 제시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미래창조과학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산업통상자원부)
등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 구축 목적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
		 – 실증분석 결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범위에 맞는 지표를 적절하게 구성하여

▶ 연구내용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 사업의 기획-관리-성과라는 단순한 평가 체계에 비해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업의 다양한 측면과 층위를 고르게 조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평가

○ 지역발전사업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본 결과, (1) 상위평가 강화, (2) 정책

		 – 지표가 너무 많아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 지표의 가중치와

성과평가, (3) 심층평가 정례화, (4) 평가대상사업 확대, (5) 정량평가 강화, (6) 평가

성과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정량 성과를 직접 수치로 입력할 수

결과 환류 강화, (7) 회계 간 정리, (8) 시행계획과 평가 간 연계, (9) 평가 거버넌스

없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

정립 등의 개선방안이 도출
○ 이러한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지특회계 R&D사업의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

■지특회계 R&D사업 평가 방법론
○ 지특회계 R&D사업 중에서 혁신클러스터 구축 목적의 사업들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
		 – 평가 방법은 크게 (1)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엄선하고, (2) 내역사업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2단계 평가로 구성
○ 평가 지표는 해당 사업이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4개의 층위로 구성
		 – 사업의 1차 성과(정량, 정성), 2차 효과(클러스터 관점), 3차 효과(산업 관점),

▶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지특회계 R&D사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전략적 사업
추진에 기여
○ 유사·중복, 사전기획 미비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는 지특회계 R&D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측정,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
○ 기 추진중인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개선방안 제시

■지특회계 R&D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을 점검하고, 올바른 비전 및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R&D재정 효율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

4차 효과(지역 관점)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표 체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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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 모형 구축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주요 연구 이슈로ⅰ) 이론적 R&D 모형의 구조

│ 정부 R&D 투자의 효과분석 모형에 대한 탐색연구

분석, ⅱ) 일출효과(Spillover effect)의 추정 이슈, ⅲ) I/O 모형의 CGE 모형으로의
확장 이슈, ⅳ)최근 개편된 국민개정체계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회계행렬(SAM) 구축
이슈 등을 분석·정리

연구책임자 최대승

■기업 단위의 R&D 파급 효과 계량분석 수행  
○ 기업 단위에서 나타나는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업 패널

▶ 연구목적

데이터를 구축 (2004~2013년, 한신평데이터 상 외감기업 6천여개)

■R&D 투자, 최종적으로는 정부 R&D 투자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분석 모형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

○ 기업의 R&D 투자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
○ Pooled OLS, 동태적 패널 분석(FE 모형), 내생성을 통제한 2SLS모형을 분석

○ 정부 R&D투자 정책의 분석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산업-국가단위의 분석에

○ 모든 분석에서 당기의 R&D 투자는 당기의 영업이익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나 1기

필요한 최적화된 계량 분석 도구를 탐색

전기 및 2기 전기의 R&D 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R&D

○ 심층 선행 탐색 연구를 수행하여 R&D 투자의 경제성 등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투자의 장기적 효과를 지지

분석 모형 구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

○ 특히 이러한 시차를 둔 효과는 벤처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보다 더 크게

○ 파급효과 모형 구축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분석-정리

존재

■기업 단위의 R&D 파급 효과 2차년도 연구로 R&D 투자로 인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 분석을 시행
○ 정부 R&D 투자의 견인효과를 확인했던 1차년도(2013년) 연구에 이은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연구 수행

▶ 시사점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다년간의 구축연구 필요
○ 기업-산업-국가단위의 R&D 투자효과를 추정하는 모형으로 적절한 CGE 모형의
수립은 구축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년간 연구-구축을 추진할 필요

▶ 연구내용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CGE 모형) 개발을 위한 구축 로드맵을 수립
○R
 &D 투자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100여개에 대한 내용 및 분석 모형을 연구
단위(기업-사업-국가)로 조사·정리
○ 기업-산업-국가 단위로 이어지는 R&D 투자활동의 메커니즘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한 CGE 모형의 수립을 위한 로드맵 구축
[R&D 투자의 파급효과모형(CGE) 구축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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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R&D 파급 메커니즘설계 및 표준경제모형 설정(CGE)
•이론적 모형의 검토(R&D 기반 성장모형 등)
•R&D 처리(새로운 국민계정체계에 맞춘 R&D 처리자료 구축)
•R&D 기반 CGE 모형의 매커니즘 개념 확립
•생산함수 모수의 추정(대체탄력성, 규모효과, 외부효과, 지식스톡추계 등)

2차년도

SAM 및 CGE 경제모형의 구축
•R&D 포함한 SAM 구축(I/O  SAM  CGE)
•R&D의 GDP 기여도 산출
•Static CGE 기본모형의 구축

3차년도

R&D Based CGE 모형 구축 및 동적 모형으로의 확대
•Static CGE 모형의 적합성 검증 및 정책 시뮬레이션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로의 확장

■기업의 R&D 투자는 단기에는 비용으로 인식되어 경제적 효과가 파악되기 어려우나
장기에는 기업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
○ 선행연구와 비교 시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기업들의 R&D 투자가 단순 제품 개량
등 단기적 성과가 아닌 신제품 개발 등 장기적인 효과를 지속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
○ 특히, 벤처기업일수록 장기(1년 이상)적인 R&D 투자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정부 R&D 정책개발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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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R&D 투입 및 산출성과 분석

│ 융합 R&D 추진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2 009~2013년간 융합 R&D 투자는 보건의료, 생명과학, 농식품분야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기초연구분야, 도입기의 투자비중이 높은 편으로 분석
○ 연구과제당 성과는 SCI논문, 국내 및 해외특허에서 전체 R&D 성과보다 융합 R&D의

연구책임자 김홍영·박소희

성과가 높은 편이고, 반면 기술료 및 사업화 건수에서는 융합 R&D 성과가 전체
성과보다 낮은 편으로 분석

▶ 연구목적

■융합 R&D 융합기술 네트워크 분석

■정부가 추진한 융합 R&D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융합 R&D의 개념 및 정책에 관한
인식현황을 심층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향후 융합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적
시사점 도출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분류 기술을 대상으로 할 때 총 369개 기술 중에서 300개
이상의 기술에서 융합현상이 존재
○ 네트워크 중심에는 생명의료, 식품, 에너지, IT분야 위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 정책 초기에 논의되던 융합의 개념과 범위에도 변화가 있었으므로 기존의 정의로

분야에서 융합 R&D가 활발한 상황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융합 R&D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필요
○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융합 R&D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융합의 의의를 확인해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통하여 융합 R&D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제시

▶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개념, 정책, 인프라, 전략 등 네 가지 분야에서의 시사점을 제안
■(개념) 융합 R&D 정의와 범위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

▶ 연구내용

■융합연구 관련 선행연구와 융합의 정의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
○ 기술·산업적 측면, R&D프로그램 개선 등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융합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는 부족
○ 융합 R&D에 관한 정의를 모아보면 연구목적에 따라 융합의 정의와 유형 및 범위가
달라지는데 정부의 안건이나 계획보다는 논문, 보고서 등 학술자료에서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경향

■융합 R&D 관련 정책 현황 검토
○ 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 수립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융합기술의
성과는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며 연구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가능
○ 융합 R&D 정책의 한계점으로 국내 융합연구 관련 정책은 주로 기술의 수준이나
막연한 의미의 산업부흥 혹은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목표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
		 – 융합관련 정책에 여러 부처가 참여하지만 실질적인 연계는 아직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이 될 수 있는 장치 필요

■융합 R&D 개념과 정책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 분석결과 4가지 주요 인식유형(시각)이 도출되었고 융합 R&D를 바라보는 전문가
들의 인식이 다양함을 실증적으로 확인

○ 융합 R&D 활성화 정책 추진 이전에 융합 R&D의 핵심 요소 등 최소한의 기본에
관하여 본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그 기본 방향은 목적지향적 융합
R&D일 필요
○ 최근 융합 R&D 영역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연구주체간 협력, 연구단계간 연계
등에 관한 재점검도 필요

■(정책) 새로운 융합 R&D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요구
○ 비단 기술 발전 전략이 아닌 종합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범부처가 참여하는
융합 정책 및 사업 필요
○ 산학연 및 금융지원이 융합된 클러스터 정책을 추구할 필요

■(인프라) 융합 R&D 활성화 플랫폼 구축
○ 융합 R&D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융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 틀에
구속받지 않는 완전 개방형 융합 R&D사업 추진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적 지원 필요
○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플랫폼 구축 및 융합전문 리더 육성 절실

■(전략) 성공적인 융합을 위한 세부 실천전략
○ 융합기술 유형별 재정지원 차별화를 적용하고, 융합 R&D의 순환 사이클 모델 분석
및 활용이 유용할 것이며, 융합연구의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융합의 핵심 성공전략을
도출할 필요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융합의 결과나 목적, 그리고 현재 정책에 대한 평가적 의견을
중심으로 인식
		 – 기술 간의 융합이라든가 이종 간의 교류라든가 하는 융합 R&D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인식유형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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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포럼 및 국제행사

포럼 및 국제행사

┃ 2014

KISTEP 개원 15주년 기념포럼
‘창조경제 성숙 국가로 가는 길’ 포럼 및 개원 15주년 기념식

사물인터넷, 새로운 도전과 기회…
KISTEP-YTN사이언스 공동 포럼 개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4년 1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창조경제 성숙 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개원 15주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4월 22일
양재동 aT센터에서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물인터넷,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999년 설립 이래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기획, 예산 배분·조정, 성과평가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YTN사이언스와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르는 전 과정에 기여하는 전문 기관으로 성장한 KISTEP의
개원 15주년을 겸해 마련되었다.

박영아 원장의 개회사와 류희림 YTN사이언스 본부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농업·자동차산업·헬스케어

창조경제 정책 추진 2년째를 맞아 본격적인 정책 실행을 통한
성숙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분야의 IoT를 통한 발전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IoT 시대에
비IT기업이 맞이하게 될 기회와 도전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

1999년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KISTEP 설립의 주역이었던
강창희 국회의장과 미래창조과학부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의

순으로 진행됐다.

축사로 시작됐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전망’을 주제로 상용화된 스마트 헬스케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홍진 ㈜인성정보 본부장은 ‘IoT를 통한

이어 박영아 KISTEP 원장은 ‘창조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실천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비즈니스 모델과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 발전전망 등에

이 자리에서 박영아 원장은 “지금까지는 정보의 접근성과 처리 능력에 따라 국가 또는 개인의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소득 격차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창의성 수준에 따라 부의 격차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농업과학원 김상철 박사는 ‘농업의 지능화, 인터넷을 통한 영농’이라는 주제로 스마트 시대의

“창조경제 시대의 정책은 창의성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과학교육을 혁신해 우리의

농업 현안 및 농업의 스마트화에 대해 설명하고 노지농업분야, 시설농업분야, 유통과 소비분야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달성된 과학기술 성과를 함께 나누고

등에 사물지능통신기술이 적용되는 사례를 제시했다.

확산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우 울산대학교 교수가 기계 기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와 IT 기술의 융합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과거 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탈피해 주행안전과 주행편의가

기조강연 후에는 과학기술 혁신, 창조와 융합, 창의인재 육성을 주제로 총 4명의 연사가 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김승환 아태이론물리센터 소장은 ‘창조경제의 기본은 기초다’를 주제로 창조경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통신을 접목한 반자율/

추진의 씨앗인 기초연구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짧은 연구개발 역사 속에서 기초과학을 포함한

자율 자동차 기술이다”라고 말하며 이 같은 기술은 특정 기술이나 분야만으로 구현할 수 없기

기초연구의 성장 궤적 및 한계,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현장 연구자의 관점에서

때문에 국가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전략제시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발표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차두원 KISTEP 전략기획실장은 ‘사물인터넷과 커넥티드 이코노미’라는
주제로 사물인터넷이 바꾸게 될 미래상을 짚어보고, 이에 따라 제조업·서비스업이 맞이할

이어 바이오기업 아이센스를 설립한 남학현 광운대 교수는 학교 벤처의 창업에서부터 성장에
이르는 경험에 대해, 드라마앤컴퍼니, 벤스터 등 2개의 IT벤처기업을 창업한 김범섭 CTO는
신생벤처기업 창업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려줬다.
마지막 연사인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창조경제,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광주과학기술원이 새롭게 시도하는 ‘인문융합과학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창의적 이공계 인재양성

새로운 기회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YTN사이언스 한정호 부장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최문정 KISTEP 미래예측본부장,
마은정 POSTECH 교수, 표철식 ETRI 책임연구원, 송민정 KT경제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해 IoT 시대에 비IT기업이 맞이하게 될 기회와 도전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임 원장의 주재로 김재현 한국화학
연구원장, 민경찬 연세대 교수, 박필호 한국천문연구원장,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이우일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창조경제 성숙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경제·
사회·과학기술·문화 등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와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포럼 후에는 KISTEP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5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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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 아이디어 스케치 사진전
‘Sketches of Scienc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주간
과천과학관에서 노벨박물관의 전 세계 순회 사진전인 ‘스케치 오브 사이언스

강조했다. 이외에도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와 롤프 마파엘

(Sketches of Science)’를 개최했다.
스웨덴 노벨박물관과 독일 린다우재단이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즐거운 과학’을

메시지를 전했다.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케치 오브 사이언스’는 커다란 전지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직접 자신의 수상 아이디어를 크레용으로 자유롭게 스케치하고 이와 함께 연출한

스케치 오브 사이언스 전시회를 기념하기 위한 ‘KISTEP Science Talk’
강연회를 열었다. 11월 21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이번 강연에는

사진을 전시하는 행사다. 201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노벨박물관에서
첫 전시회를 가진 뒤, 1년에 4~5개 국가를 돌며 6~8주간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선발된 15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석했다.
‘KISTEP Science Talk’는 박영아 KISTEP 원장의 전시회 소개 및

전시회 기획 의도에 대해 올로프 아멜린(Olov Amelin) 노벨박물관장은 “근엄하고
진지하기만 할 것 같은 노벨상 수상자들의 꾸밈없고 유쾌한 모습을 통해 일반인들의

작품 설명을 시작으로 물리분야, 화학분야 강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과학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과학을 즐김으로써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길

수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로부터 과학적 영감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주한 독일대사, 니콜라우스 터너 린다우재단 이사 등이 개막 축하
전시회 기간동안 청소년 대상 강연도 마련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강연에 앞서 학생들은 스케치 오브 사이언스 전시회를 관람하며 노벨상

바란다”고 설명했다.

가졌다.

실제로 전시 사진 속 노벨상 수상자들의 모습은 너무도 친근하고 행복한 모습이다. 자신이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는 ‘본다는 것의

그린 그림을 거꾸로 들거나, 입으로 물고, 치마처럼 두르기도 하는 등 아이들같은 천진난만함이

물리학적 의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염 교수는 사람의 눈으로

가득하다. 탄소 원자 60개로 이뤄진 구형의 분자인 ‘풀러렌’을 발견해 1996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볼 수 있는 단위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자를 관찰하는 과학적 방법을

영국의 해럴드 크로토 박사는 축구공을 그려놓고 마치 축구 선수처럼 슛 동작을 보여주기도 했다.

설명하며, 물리학에 대한 심도있는 강연으로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한국 전시를 주최한 KISTEP 박영아 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과학기술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치중해 그림과 사진 등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과학기술을 문화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스케치 오브 사이언스 한국 전시를 통해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었다. 윤 교수는 생물체가 빛을 내는 화학적

즐거운 과학의 세계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원리와 형광이 응용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분야를 설명하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전시회 개막에 앞서 10월 13일 기념 포럼도 개최했다. 400여명의
고등학생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는 올로프 아멜린(Olov Amelin) 스웨덴 노벨박물관장과 2011년

사이언스 토크 강연을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이화여대 화학나노학부의 윤주영 교수가 ‘형광으로 보는 세상’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댄 셰흐트만(Dan Shechtman) 교수, 2007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페터
그륀베르크(Pëter Grünberg) 교수가 참석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축사를 위해 행사장을 찾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창의적인 사람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이겨내고 도전하는 사람이다. 창의적 인재 양성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총괄부서로 관련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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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ISTIC 개도국 고위정책자 과학기술혁신과정
(KISTEP-ISTIC STI Training Program)

2014년 KISTEP-ISTIC 프로그램 참가자(총 25명)
이름

국가

직위

Mr. Charles Cyrus Aulbyn

Barbados

2

Prof. Pole Celine Sikulisimwa

Democratic
Congo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Director General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ISTIC)와 공동으로 2014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말레이시아

3

Mr. Guillermo Arturo Vicente Leon

Costa Rica

Executive Secretary

말라카에서 『제6회 KISTEP-ISTIC 개도국 고위정책자 과학기술혁신과정(2014 KISTEP-ISTIC
STI Training Program』을 진행했다.

National Board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CONICIT)

4

Mr. Eddy Manuel Martinez Manzueta

Dominican
Republic

Parque Cibernetico de Santo Domingo
(PCSD)

Chairman Board of
Director

이번 공동 교육과정은 지난 2009년 ISTIC이 회원국인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들의
취약한 국가과학기술 정책수립, 기획 및 평가, 관리 기법 등 전반적인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5

Prof. Dr. Said Shalaby

Egypt

Academy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y

Vice President

위해 KISTEP에 ‘맞춤형 R&D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11월
서울에서 첫 번째 KISTEP-ISTIC 공동 교육과정이 열렸고, 2010년에는 아프리카 과학기술

6

Dr. Cherno Omar Barry

Gambia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Permanent Secretary

7

Mr. Mucktarr M. Y Darboe

Gambia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

교육과정으로 발전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5년간의 1단계 교육프로그램을 마치고 2단계
(5년) 교육훈련 공동운영 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8

Dr. Laksana Tri Handoko

Indonesia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

Deputy Chairman of
Engineering Sciences

9

Dr. Mehdi Keshmiri

Iran

Isfahan Science and Technology Town

President

2단계 교육프로그램의 첫 해인 올해 과학기술혁신과정에는 아시아(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란 등),
아프리카(이집트, 우간다, 말라위 등), 남미(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등 총 18개국 과학기술

10

Dr. Mostafa Karimian Eghbal

Iran

Ministry of Science, Research and
Technology

General Director

11

Dr, MoneffZou’bi

Jordan

Islamic World Academy of Sciences

Director General
Director General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협력 지원기관

1

협의체 수장역할을 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개최해 범 아프리카 차원의 좀 더 포괄적이고 규모있는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정책결정자 25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전략 기획, 예산배분 조정, 평가에 이르는 한국의 R&D 추진체계
전반을 비롯해 개도국의 관심사인 기술예측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으로 구성됐다. KISTEP이

Director

12

Mr. Anthony Cosmo Muyepa

Malawi

National Commis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13

Dr. Abdul Muin Abdul Rahman

Malaysia

Malaysia Nuclear Agency

Research officer
Senior Lecturer

자체 개발해 매년 진행중인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와 창조경제 추진동력으로서의 지역

14

Dr. AiniSuzanaAriffin

Malaysia

UTM Perdana School of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R&D 정책도 소개됐다.
또한 이번 교육프로그램에서는 교육 참가자 및 강의자 사이의 토론 강화를 위해 KISTEP의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활용해 권역별, 국가별로 경쟁력을 분석하고 도출된 시사점에

15

Mr. Ahmad Kamal Wasis

Malaysia

Economic Planning Unit, Prime Minister’s
Department

Deputy Director in
Environment and
Resource Section,
Economic Planning Unit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3일간의 강연 후에는 인터랙티브 워크숍(토론), 관련 시설 탐방,
문화체험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16

Prof. Dr. Shaliza Ibrahim

Malaysia

University Malaya, Institute of Research
Management and Monitoring

Professor, Head

17

Prof. Madya Dr. Zinatul Ashiqin
Zainol

Malaysia

The National University of Malaya

Deputy Director

18

Mr. Adam Shareef Umar

Maldives

State for Education

Minister

19

Dr. Saif Al-Haddabi

Oman

The Research Council

Assistant Secretary
General

20

Mr. Oswaldo Chiong Santos

Phillipines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ssistant Secretary

21

Dr. Khalid Al-Quradaghi

Qata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Visiting Scholar

Ms. Noor Al-Merekhi

Qatar

Qatar National Research

Director Strategic Planning
& Evaluation

Dr. Saeed Dadwar Khourasani

Syria

Ministry of Education

Deputy Minister

Mr. Richard B. Lutalo

Uganda

Uganda National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UNCST)

Head

Mrs. Tran Tuyet Nhung

Vietnam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Deputy Director General

개최일

2014년 12월 8일 부터 12일

장소

말레이시아 말라카 Hatten Hotel

주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말레이시아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ISTIC)

참가국
프로그램

아시아(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란 등), 아프리카(이집트, 우간다, 말라위 등)
남미(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등 18개국

22

전문가 강연, 인터랙티브 워크숍(토론), 관련 시설 탐방, 문화체험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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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참석

노벨과학상을 향한 기초연구의 나아갈 길…
KISTEP-톰슨로이터 공동 포럼 개최

제9차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가 중국 성도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세계적인 학술정보서비스기업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됐다. 과학기술 정책
세미나는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전문기관간 현안 발굴·

톰슨로이터와 함께 5월 3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노벨
과학상을 향한 기초연구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포럼을

토론,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5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KISTEP은

개최했다.

지난 2010년 제5회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개최한 바
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연구 수준을 짚어보고 우수성과

5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

포럼은 박영아 원장의 개회사, 김진우 톰슨로이터 IP&Science

정책연구원(STEPI), 중국과학원 과기정책관리연구소

한국 지사장의 환영사 그리고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CAS/IPM) 및 중국 과학기술 발전전략연구원(CASTED),

민간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다.

이어톰슨로이터가매년발표하는노벨상수상자예측전문가인

중국 2개 기관의 공동 주최로 열린 2014년 제9차
세미나에는 50여명이 참석해 각 기관의 주요 업무

이번 포럼은 기초연구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Wang Yi 중국과학원 과기정책관리연구소 소장(사진 왼쪽)과
박영아 KISTEP 원장

데이비드 펜들베리(David A. Pendlebury)가 국가 기초연구 역량증진을 위한 제언을, 유승준
KISTEP 대외협력팀장이 기초연구평가시스템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성과를 공유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과학

데이비드 펜들베리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은 물리학, 화학, 재료과학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근접한

기술외교, 기술예측과 공공참여 등을 주제로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2002~2012년 기준으로 피인용도가 높은 한국 연구진을 소개했다.
또 그는 “논문, 인용 등의 계량분석이 과학기술 정책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지만

세션이 진행됐다.
세미나 기간동안 KISTEP은 중국과학원 과기정책관리
연구소(CAS/IPM) 및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그 자체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수학, 공학 교육에

(CASTED)과 기존의 업무협약서를 갱신하고 상호

이어서 유승준 팀장은 “최근 10년간 정부는 기초연구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일부 분야에서 질적 성장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질적

우선순위 ▲지적인 교류 촉진 ▲과학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류협력을 강화했다.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존에 중요시 되던 지표보다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첫 번째 파급효과(First Impact)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며 연구주제의 다양성과 그에 맞는 평가방식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아 원장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김영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신희섭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손진군 포스텍기술투자 부사장 등이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지원
Wang Yuan 중국 과학기술 발전전략연구원 원장(사진 왼쪽)과
박영아 KISTEP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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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젠더혁신포럼
창립총회 개최

KISTEP
미래포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가 공동 주최한 과학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KISTEP 미래포럼’은 미래사회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기술 젠더혁신포럼 창립총회가 6월 17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과학기술젠더혁신포럼’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자와 역할이 증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계
과학기술계 중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은 젠더 혁신(Gender Innovation)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2011년 이후 유럽, 북미,

미래사회 위험 대응수준, 100세 시대 헬스케어의 미래와 도전, 미래 식품
트렌드를 주제로 마련된 바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4년 (재)한국미래연구원과 함께 ‘통일한국의

아프리카 등 대륙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Gender Summit의 일환으로 2015년 8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ender Summit 6 Asia- Pacific’을 알리고 우리나라가 범세계적 젠더 네트워크에

미래와 과학기술’, ‘창의적 융합의 미래, 과학적 상상의 현실화’를 주제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발족했다.

제4회 미래포럼은 국가의 지속성장에 있어 최고의 전환기가 될 통일한국의

젠더혁신으로 연구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취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박영아 KISTEP
원장의 개회사, 이혜숙 WISET 소장의 경과보고와 인사들의 축사, 한국여성과총 회장인 백희영

미래를 그려보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발전 전략과 과학기술의

서울대 교수의 초청강연,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영아 원장은 개회사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의 젠더 이슈는 초기

제5회 KISTEP 미래포럼은 과학적 상상이 현실이 되고, 창의적 융합으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촉진방안과 과학기술의

인식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젠더의 형평성, 참여, 다양성, 인지 등 다양한 측면의 과학기술

역할을 점검해보는 자리로 기획됐다.

두 번의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역할을 점검해보기 위해 마련했다.

젠더 이슈들을 활발히 논의하고 구체적 정책 마련을 통해 ‘젠더혁신’이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과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숙 소장은 과학기술젠더혁신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짝수 달에 정기포럼을 개최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향후 행보에 대해 밝혔다. 이어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이 “젠더가 공식적 용어로 쓰인 것은 불과 20년 밖에
되지 않았다”며 그 역사와 젠더혁신의 개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민병주 국회의원은 “의학·과학은 냉철한 이성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그 냉철한
이성의 영역은 남성의 세계라는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며 출연연 고용자들의 성비 실태를 꼬집고
“여성은 그 안에서 주체뿐 아니라 객체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연구재단
정민근 이사장은 선진국 사례를 예로 들며 과학기술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젠더간의 연구 차이를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4회 KISTEP 미래포럼
개최일

2014년 6월 13일

2014년 11월 18일

‘젠더혁신: 연구방법과 사례’에 대한 주제강연에서 백희영 교수는 과학기술 연구사례에서 젠더가

장소

코엑스

엘타워

고려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제

통일한국의 미래와 과학기술

창의적 융합의 미래, 과학적 상상의 현실화

연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과 사회문화 통합)
•이석기 산업연구원 북한산업팀장
(통일 한국의 산업발전전략)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과학기술현황)
•이승규 KISTEP 부연구위원
(통일 한국에서의 과학기술 역할)

•방현우 작가(창의적 상상력 - 예술을
품은 과학)
•김주용 숭실대 교수
(새로운 아이디어의 현실화-섬유&IT 융합)
•이상현 KISTEP 연구위원
(미래 성공적인 융합 창출을 위한
핵심요인)

(좌장)최문정 KISTEP 미래예측본부장
•4명의 주제발표자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장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좌장) 최문정 KISTEP 미래예측본부장
•3명의 주제발표자
•이중식 서울대 디지털정보융합학과 교수
•권강현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교수
•엄창섭 고려대 의과대 교수

HORIZON 2020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의학, 식품,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젠더혁신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젠더혁신을 위해서는 연구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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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수요포럼

KISTEP 아카데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다양한 과학기술계 현안과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201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개원 15주년을 맞아 KISTEP 아카데미의
내용과 형식을 한층 보강해 선보였다. 각계각층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이들이

위해 2014년 3월 ‘KISTEP 수요포럼’을 신설하고 매월 2회 양재동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정기적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창조경제와 이를 통한 국민 행복의 실현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혁신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인 KISTEP 수요포럼은 주제에 대한 전문가

전하는 울림을 통해 구성원의 생활과 업무에 조금이라도 변화와 감동, 지적
자극을 주기 위해 ‘만남과 울림’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고, 행사도 월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2회로 정례화했다.
3월 6일 열린 첫 번째 강연에는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연사로 초청됐다.

3월 12일 열린 제1회 KISTEP 수요포럼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
대학원장이 초청돼 대학창업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제언을 포함한 ‘대학의 혁신 패러다임’에

동아일보 논설주간,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고 90년대 초반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김진현 이사장은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이라는

대해 발표했다.
제2회 KISTEP 수요포럼에서는 김지현 KASI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겸직교수가 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과학기술처 장관 시절의 경험과 우리사회

2014년 KISTEP은 기술사업화와 창조경제, 한국의 창업 생태계 복원전략, 창조경제가 요구하는
한국대학의 발전방향, 개방형 융합연구 활성화 방향과 전략 등을 주제로 총 16회의 수요포럼을

두 번째 아카데미 연사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 이상묵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0.1 그램의 희망’

속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소개했다. 특히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 정치, 일자리창출, 환경, 에너지,
안보,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시각과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최했다.

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이 교수는 2006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중 겪은 불의의 사고 이후 달라진 자신의 인생관과 재활 당시 경험, 이후의 삶에 대해

KISTEP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KISTEP 수요포럼을 통해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개했다.
뽀로로 제작사인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이사는 세 번째 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서 하청이 주를
이뤘던 열악한 국내 애니메이션 현실에서 130개국에 수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캐릭터 ‘뽀로로’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좌절과 실패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2014년 KISTEP 수요포럼 개최 현황
회차

주제

연사

1

3월 12일

교육-연구-창업의 3위 1체: 대학의 혁신
패러다임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2

3월 26일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김지현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겸직교수

3

4월 9일

기술사업화와 창조경제

장흥순 서강대 교수

4

4월 30일

한국의 창업 생태계 복원전략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5

5월 14일

안보정책의 새로운 과제와 과학기술의 대응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6

5월 28일

창조경제추진체로서 가젤기업 육성

김정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7

6월 18일

창조경제의 성공조건과 변화관리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8

7월 16일

창조경제가 요구하는 한국대학의 발전방향

오세정 서울대 교수

개방형 융합연구 활성화, 그 방향과 전략

윤석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본부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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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8월 20일

10

9월 3일

지식재산, 이제는 보호가 중요하다!

윤선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

9월 17일

공공부문의 잠자는 특허를 깨워라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사업화실장

12

10월 22일

미래성장의 열쇠-실행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3

11월 12일

사물인터넷과 한계비용 제로 사회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

14

11월 26일

미래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리더십’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15

12월 10일

정부 R&D의 도전성·창의성 평가방안

김소영 KAIST 교수

16

12월 18일

창조경제 실현의 현재와 향후 과제

변순천 KISTEP 사업조정본부장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
김영호 미래과학기술지주(주) 대표

2014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아카데미를 통해 임직원들의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양한 연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4년 KISTEP 아카데미 개최 현황
강연일시
3월 6일

연사 및 소속

강의명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3월 21일

이상묵 서울대 교수

0.1그램의 희망

4월 10일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

성공하는 방법 vs 실패하는 방법

5월 8일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Asking, Creativity, Insight :
질문에서 시작되는 창조와 통찰

6월 5일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정치와 경제

6월 12일

김민식 MBC PD

미래형 인재와 창작의 즐거움

6월 26일

이남인 서울대학교 교수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7월 10일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21세기 리더십의 성공 조건

8월 28일

김경동 카이스트 초빙교수

왜 이 시대에 인문학인가?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만남

9월 30일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연구와 상상력

10월 16일

신달자 시인 (한국문학번역원 이사)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11월 24일

윤대현 서울대병원 교수

최신 스트레스 관리기법 마음 성공

12월 29일

이나리 D-CAMP 센터장

Start up!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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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활동

사회공헌활동

┃ 2014

설 명절 앞두고
복지시설 방문

시각장애아동 위한
과학점자도서 제작·기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4년 12월 16일 성북점자도서관을
방문해 전 직원이 직접 제작한 과학점자책을 기증했다. 시각장애

박영아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2014년 1월 21일 강남구 율현동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과학기술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된 이번 점자책

위치한 성모자애 엠마우스 공동생활가정을 찾아 쌀, 화장품, 세제 등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성모자애 엠마우스 공동생활가정은

제작에는 KISTEP 임직원 일동이 참여했으며 제작비용도 기부했다.
이번에 점자책으로 제작한 도서는 ‘과학자와 놀자’, ‘인류의 기원’, ‘

성모자애복지관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우주의 기원’, ‘별이 빛나는 밤 아빠와 함께’, ‘놀라운 미생물의 역사’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등 어린이 및 청소년 과학도서 5권으로, 이 책은 총 8권의 점자책으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제작되어 성북점자도서관, 국립서울맹학교 등 20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증식에 참석한 KISTEP 박영아 원장은 “지난 해 330
권의 점자책을 기증한 데 이어 올해도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여름 두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다.
박영아 KISTEP원장과
김은옥 성모자애복지관장(사진 오른쪽)

박영아 KISTEP 원장과
성북점자도서관 김동성 관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달 동안 전 직원들이 점자책 입력 및 교정에 참여해 KISTEP 구성원
모두가 공동 제작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소중한 나눔 위한
‘아름다운 하루’ 행사 개최

충북 진천
‘평안의 집’ 봉사활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4년 11월 28일 아름다운가게
양재점에서 나눔문화 확산·실천을 위한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4년 12월 23일 나눔활동 실천의
일환으로 충북 진천에 위치한 평안의 집을 방문하여 청소봉사와

개최했다.

필요물품을 전달했다. KISTEP은 2006년 5월 평안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매달 평안의 집에

중고물품 재사용을 통한 지역 소외계층 돕기를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박영아 원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1일
활동천사로 참여해 KISTEP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 1300여 점을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판매했다. KISTEP은 총 1700여 점의 물품을 기증했고, 이중 1300여
점이 최종 판매물품으로 전시됐다. 직원들은 행사 전날 물품 진열을
비롯해 28일 2개조로 나눠 판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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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발간물

┃ 2014

KISTEP InI

이슈페이퍼

2014년 KISTEP InI 발간 현황
호

코너명

주요 내용

InI View

•인생의 여백과 실패에 대한 사회적 용인-이우일 서울대 교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민경찬 연세대 교수

InI People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R&D InI

•창조경제시대 13대 미래성장동력의 주요 특징과 육성 방안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현황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창의적 인재양성 현황 및 발전방안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평가제도에 대한 고찰

KISTEP
News

•KISTEP 개원 15주년 맞아 새로운 비전, 발전전략 수립
•개원 15주년 기념 포럼 및 기념식 개최

R&D
Infographic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수준

InI View

•대학혁신의 패러다임-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해양과학2.0-이상묵 서울대 교수

InI People

•김용민 포스텍 총장

R&D InI

•100세 시대 헬스케어 미래예측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
•대학 지원 정부 R&D 예산의 효율화 방안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 R&D 현황 및 추진방안

KISTEP
News

•과학기술계 정책 토론의 장, KISTEP 수요포럼
•KISTEP-WISET 과학계 젠더 혁신 위해 손잡다

and Insight)를 KISTEP InI로
확대 개편했다. 2014년 3월
창간된 KISTEP InI에는 기존

R&D
Infographic

•국가별 SCI 논문 순위

과학기술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

InI People

1호

2호

2012년 11월 창간한 과학기술
정책 전문지 R&D InI(Inside

InI View

원고 외에 과학기술계 이슈분석,
칼럼, 인터뷰, KISTEP 소식
등 다양한 코너가 새롭게

3호

마련되었다. (격월간 발행)

R&D InI

•미래 통일한국의 과학기술 잠재력 제고방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제3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창조경제시대, 공과대학 혁신의 방안
•우리나라 재난연구의 현황 및 발전방안

KISTEP
News

•KISTEP, 카자흐스탄 국가기술개발원과 업무 협약 체결
•KISTEP-톰슨 로이터 공동 포럼 개최

R&D
Infographic

•우리나라 연구원 규모

InI View

InI People
4호
R&D 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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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의 미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달렸다-한기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사
•Playful Science-Olov Amelin, Museum director of Nobel Museum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Thomas H. Lee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Katharine Ku 미국 스탠포드대 기술이전사무소장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바라본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내 정책 및 R&D 추진 방향
•R&D활동의 주요 산출물에 대한 거시적 파급효과 추정방법론 개발에 대한
제언

KISTEP
News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수여식 및 전시회 개최
•세계수학자대회 패널토론 ‘Why STEM?’서 과학·수학교육 개선 방향 논의

R&D
Infographic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분석

InI View

•꽃에 가깝게 산다는 것은-신달자 시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지적재산의 가치-윤선희 한양대 교수

InI People

5호

•Seeking and Supporting Excellence in Science-David.A.Pendlebury
•The 4th Gender Summit-Elizabeth Pollitzer
•Steven Chu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R&D InI

•Ellis Rubinstein 뉴욕과학아카데미 회장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과 예산 편성 결과
•연구개발 성과 활용도 제고 관점에서의 민간 기술금융 연계방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R&D 중장기 투자 전략
•과학기술 여성인재의 경력단절 원인과 극복 방안

KISTEP
News

•노벨상 수상 아이디어 스케치 사진전 ‘Sketches of Science’ 개최
•R&D 혁신 대토론회 개최

R&D
Infographic

•우리나라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KISTEP의 연구성과를 외부 정책고객과 공유하고 최신 정책 이슈를 분석·제공하기 위해
2006년 7월 창간했다. 과학기술정책 기획 및 평가 분야의 다양한 이슈와 정책적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30페이지 내외의 간결한 보고서로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연간 20호 내외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2014년 이슈페이퍼 발간 현황
발간호

제목

저자 및 소속

2014-01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

최창택, 김상일(KISTEP)

2014-02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

오세홍(KISTEP),
원동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희영(KISTEP)

2014-03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김해도(한국연구재단),
오동훈(KISTEP)

2014-04

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

배경화(중소기업진흥공단)

2014-05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강요셉(KISTEP)

2014-06

창조경제시대의 서비스R&D 활성화 전략

김현수(국민대학교)

2014-07

불평등과 과학기술 : 피케티의 화두에 과학기술은 어떻게 응답할까?

조정원(연세대),
안상진(KISTEP)

2014-08

기상업무발전을 위한 투자 및 정책방향 연구

정석호, 고일원(한국자원경제연구소)

2014-09

연구개발 질적 성과지표의 세부 측정 방법론

서규원(KIST)

2014-10

원자력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방사선 R&D의 현주소와 추진방향

이경미(KISTEP)

2014-11

해외 주요국 정부의 재난관리 ICT 기술 동향과 시사점

정재동(한국정보화진흥원)

2014-12

동일본대지진 이후 한일 수산R&D의 동태

이종률(KISTEP),
안상중(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014-13

주요 선진국의 공공연구개발 사업화 추세와 정책

한성호(인천테크노파크)

20014-14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재난안전R&D 추진체계 개선방향

정경진(KISTEP)

2014-15

미국의 창업 지원 정책 사례 분석과 시사점

이길우(KISTEP),
엄장환(한국연구재단),
김태현(한국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2014-16

민군기술협력 중장기계획 수립체계 고도화 방안

유형곤(안보경영연구원)

2014-17

스마트 시대의 물 산업 생태계 조망과 시사점

전승수(KISTEP),
허종완(인천대학교),
손홍민(스마트워터그리드사업단)

2014-18

벤처·중소·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김진하(KISTEP)

2014-19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기획평가비 효율화 방안

백철우(덕성여대),
김용정·안승구(KISTEP)

2014-20

공동기술지주회사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

조현정(KISTEP),
김동욱(한국생산성본부),
이원홍·도계훈(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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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통계브리프

ARP(Asian Research Policy)

KISTEP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지표를 분석·가공해
2005년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수시 발행하고 있다.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R&D 투자 관련 이슈를 학문적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는 영문저널로,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중심국의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성과, 기업 연구개발 활동, 과학기술 경쟁력 등의 분야에 대해 연간 30편
내외의 브리프를 작성해 정책고객 대상으로 발송한다.

방법론 연구, R&D 투자 및 평가 관련 현황과 이슈를 중심으로 연 1~2회
발간된다.

2014년 통계브리프 발간 현황

2014년 발간 ARP 목차 / Vol.5

호수

제목

1

미국 과학공학분야 인력현황

2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 발표현황

3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4

일본 기업 연구개발활동 현황

5

주요국 피인용 상위 1% SCI논문 현황분석

6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7

이스라엘 연구개발활동 현황

8

2013년도 독일 혁신지수 분석

9

OECD자료로 살펴본 세계 에너지 현황

10

주요국 정부 연구개발예산 현황

11

IMD 2014 세계경쟁력연감 분석

12

2013년 중국 국가혁신지수 분석

13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특허성과 현황

14

미국 정부의 FY2015 R&D예산 요구안 분석

15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16

2012년도 우리나라 기술무역 현황

17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부문 투자 현황

18

2012년도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19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20

우리나라의 표준활동 현황

21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22

WEF 세계경쟁력 분석

23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 활동 현황

24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현황 비교

25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활동 현황

26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PCT 특허 출원 현황

27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28

주요국의 하이테크 산업현황 분석

29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 현황

30

세계R&D투자 상위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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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제목

Articles

•Classification of Regional Innovation Types and
Region-based Innovation Policies
•Government-funded Commun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search in Taiwan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Policy in Korea:
Implementation and Implication of the Enactment of
Law of Industrial Education and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2003-2011
•The Effects of Policy Portfolio for Greenhouse Gases
Reduction and Renewable Energy Expansion: An
Analysis Using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Disaster Risk Reduction in the Asia-Pacific
•Towards Integrated Risk Governance: Progr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in China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or Social Safety in
Japan
•Disaster Prevention Policy and Safety R&D in Korea
•Thailand's Disaster Risk Man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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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소개
KISTEP이 걸어온 길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 기능
조직구성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이
걸어온 길

KISTEP의 전신은 1987년 1월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
연구평가센터(Center for S&T Policy; CSTP)이다.
CSTP는 1993년 5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되었고, 정부는 1999년 2월
STEPI의 정책연구기능과 연구관리·평가 기능을 분리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現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했다.
이는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 ● ● KISTEP 소개

비전 및
추진전략

┃ 2014

WISE Partner, KISTEP
KISTEP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기획, 예산 배분·조정,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주기적 혁신 역량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전문 기관이다.
오늘도 170여명의 전문 연구인력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미래 선진한국의 희망을 밝히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KISTEP은 2001년 7월 과학기술정책기획 및 기술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
평가원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확대·개편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설립근거┃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설립목적┃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 등의 수립·조정 지원 및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을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기여

1987. 0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 설립

1993. 05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

1999. 02

W orld-Class

세계적 수준의 성과 창출

I ntelligent

정보의 심층적·전문적 분석 및 제공

S cientific

과학적인 방법론 및 시스템적 사고

E ffective

정책수립에 효과적·실천적 해법 제공

비전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설립
장문호 제1대 원장 취임

2000

KISTEP 구성원 100명 돌파

2001. 0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확대·개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 기능 강화

과학기술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평가 전문기관
- 선도형 과학기술 기획·평가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 -

최수현 제2대 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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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7

유희열 제3대 원장 취임

2005. 02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연구관리 기능을 한국과학재단(現 한국연구재단)으로
이관하고, 과학기술기획 조정·평가 전문기관으로 기능 재정립

2007. 03

조영화 제4대 원장 취임

2007. 11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설립

2008. 08

이준승 제5대 원장 취임

2009. 02

KISTEP 창립 10주년

20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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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08

이준승 제6대 원장 취임(연임)

2013. 0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 변경

2013. 10

박영아 제7대 원장 취임

2014. 01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및 KISTEP으로 소관
변경

2014. 02

KISTEP 창립 15주년

3대 전략
창조경제 기반의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선도형 과학기술혁신

국가 성장전략 창출

선제적 전략 수립

패러다임 전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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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KISTEP은 국가연구개발 체제 전반에 걸쳐 미래 비전과 전략, 투자방향,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 ● KISTEP 소개

┃ 2014

2.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조정
KISTEP은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며 동시에 관련 제도 등을 기획·운영·개선한다.

KISTEP 6대 주요 임무

○ 과학기술정책 기획 연구

1. 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전략 수립

- 매 5년마다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

2.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조정

-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창의인재육성방안 등 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

4.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평가·성과 확산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6.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

○ 과학기술정책 조정
- 범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분석 및 특정 분야 심층분석 연구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운영 지원 및 정책현안과제 발굴

○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획 및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의 기획, 운영 및 개선 방안을

1. 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전략 수립
KISTEP은 사회 발전상과 주요 미래 트렌드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하며, 기술 수준평가·영향 평가, 표준분류, 유망기술 선정
연구 등을 수행한다.

○ 미래전망 및 과학기술 예측
- 미래사회 변화 전망 및 과학기술 발전 추세 분석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을 예측하고 국가적

마련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KISTEP은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예산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며,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별·기술별 세부투자전략을
수립한다.

대응방안을 모색
- 기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미래유망기술 발굴

○ 국가과학기술 전략 수립 지원
- 국가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중점과학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 지원
-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국내외 R&D 동향 분석 및 주요 기술·
정책분야 투자전략 연구
- 정책·기술·현안 이슈 등에 따른 차년도 정부 투자방향 및 예산배분·조정의 기준 제시

로드맵 수립 지원
- 사회문제 등 범부처 미래사회 이슈의 선제적 발굴과 심층 분석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전략
수립 지원
○ 기술수준평가, 기술영향평가 및 표준분류체계 확립
-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수준을 평가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문화·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정책적 중점추진분야와 기술분야별
현안이슈를 반영한 차년도 예산배분·조정(안) 마련
- 국가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별 투자·성과 간 연관 분석 및 주요 쟁점별 투자영향분석
실시

-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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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성과 확산

6.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

KISTEP은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현황과 산출된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며 주요성과를 발굴해 그에 대한 효과적인

KISTEP은 국제기구, 선진국 및 개도국 등과의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해 과학기술
지식 교류의 허브를 형성하고,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한 국가 발전 지식과 경험을 개도국에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전수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활동조사

○ 과학기술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과학기술외교 역량 강화

- 전년도 정부가 투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 포함)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 OECD 매뉴얼에 따라 민간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 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상위평가 및 출연(연)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성과평가매뉴얼, 표준성과지표 등을 개발·보급
- 국가평가체계(NES) 고도화를 위한 성과평가 모형 등 성과평가방법론을 연구

○ 국가 R&D 성과 확산 및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발굴·선정 및 홍보
-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등 주요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활용실태 조사 및
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 점검을 수행
-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차년도 중점투자방향
수립 등 지식재산 전략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

-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한·중·일 등 아시아 협력국, AAAS*, ISPIM** 등 관련
전문단체와의 지속적·전략적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AAA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ISPIM: International Society for Professional Innovation Management

-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래 과학기술 이슈의 지속적 탐색·발굴 및 글로벌 과학기술
아젠다의 선제적 제시

○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경험의 국제적 확산·보급
-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협력

지원기관

‘국제과학기술혁신

센터’(ISTIC***)와 공동으로 개도국 고위정책자 대상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ISTIC: 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entre for South-South
Cooperat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수요국 맞춤형 과학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및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 COmposite S&T Innovation Index)
-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ISTEP은 대형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정부투자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며, 동시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와 관련 방법론 연구 등도 수행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과학기술기본법 제11
조에 따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사업 중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장비 구축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의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기술성 중심의 선정평가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기반연구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지침 제·개정
- 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및 기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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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5본부 1부 1단, 3센터 13실 6팀, 1부설

KISTEP 임원 현황

이사회

감사부

구분

성명

이사장
(1)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조규홍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조무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이상완

삼성전자 고문

오세정

서울대학교 교수

김중현

연세대학교 교수

김성배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원장

박상훈

SK하이닉스 고문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노정혜

서울대학교 교수

강대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前 원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고영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감사

당연직
(3)

원장

감사(비상임)

(부설)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부원장

전략기획실

경영지원단

총무지원팀

재정관리팀

인재경영팀

기획예산팀

대외협력팀

전략연구팀

선임직
(10)

감사
(1)

정책기획본부

사업조정본부

재정투자
분석본부

평가분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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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위

미래예측본부
KISTEP 자문위원회 현황(2014년 12월 현재)

산업기술조사실

공공기술조사실

지식정보실

조사분석실

성과확산실

거대공공사업실

성장동력사업실

생명복지사업실

사업총괄조정실

인재정책실

정책기획실

규제개혁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R
&
D
평
가
센
터

R
&
D
예
산
정
책
실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위원장

박상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前)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경제

조신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장

공학

이우일

서울대학교 기계항공학부 교수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민경찬

연세대학교 수학과 교수

이미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

황철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약학

심창구

서울대학교 약대 교수, (前)식품의약품안전청장

언론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단위 : 명, %)

의학

임정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총계

이학

김성근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

교육
법학
산업

인원┃177명 (2014년 12월 현재)

직급별 인원
학위별 인원
전공별 인원

임원

연구직

전문관리직

1(0.6%)

155(87.6%)

21(11.8%)

인문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 2006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박사

석사

학사 이하

체육

장윤창

경기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103 (58.2%)

60(33.9%)

14(7.9%)

염재호

고려대학교 행정대외부총장, (前)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행정·경영·경제학

이학·공학

인문사회·기타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70(39.6%)

93(52.5%)

14(7.9%)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장,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과 명예교수

177
행정
IT·경영

※ 여성인력 : 54명(30.5%), 해외박사 인력 : 25명(박사 인력 중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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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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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조정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및 창조경제 구현 촉진
- 창조경제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 창조경제 성과가 지역 및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
- 지역 R&D 정책 수립 및 지역밀착형 전략 도출을 위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

○ 과학기술규제 및 국가 R&D 제도 개선을 통한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규제개선방안 마련 및 규제비용분석 조기 정착
- 연구자 친화적·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R&D 관리제도 개선
- 임무중심형 평가로의 조기 전환 및 질적 성과지표를 활용한 정성적 평가 강화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전주기 정책기획·분석 선도
- 정책전망과 동향분석에 기반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선도
- 과학기술정책의 중장기 정책기획 내실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 상시적 정책분석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조정 역량 강화

○ 과학기술인력정책 허브 센터로 도약
- 제3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16~’20) 수립
- 과학기술분야 직업동향분석 및 유망 신직업 도출연구 심화
- 인력통계·정보 활용을 통한 정책이슈 분석, 고등교육체계 혁신방안 연구 지속 추진

01

03

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전략 수립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1차년도 연구 추진

○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지원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추진 계획 확정,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미래사회 전망 등 추진

-9
 대 기술분야 및 주요 정책분야별 투자현황 및 성과, 중기 및 2016년도 투자방향과 효율화 방향

- 국가 과학기술기획 및 정책 수립과의 연계성이 강화된 미래기술 도출 방법론 제시

제시
- 유사·중복 정비, 신규 R&D사업 사전기획 의무화, 계속사업 심층 재검토 등을 통한 R&D예산

○ 2015년 기술영향평가 추진
- 대상기술분석회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시민포럼 운영 등의 추진절차 개선·보완을 통한 평가

-2
 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 DB화 및 주요 R&D사업 세부 현황 분석(국방·인문 R&D

○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장기 도전과제 조사·분석 추진

분야는 제외) 등 예산요구현황 종합 분석

-’14년 연구에서 확정한 이슈들을 한국적 맥락으로 검토·분석하여 이슈보고서 작성

- 중점추진분야와 투자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 낭비요인 제거 및 사업구조 내실화 중심의

-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특정 이슈에 대한 전략보고서 작성

미래부 R&D예산 배분·조정 심의 지원

○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활성화 지원 연구 추진

○ 정부 R&D사업 상시 심층 분석 추진

- 사회문제 추가 발굴 및 동 사업의 성공적 성과 창출·활용·확산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처의 R&D 투자우선순위 의견에 대한 종합분석 및 검토의견 작성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에 대한 심층 재검토
- 정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정비

○ 국내외 미래예측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 확대·강화
미래포럼을

효율화 중심의 기준(안) 마련 지원

○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 수립 지원

결과 내실화

-K
 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활성화하여

미래사회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으로서의 KISTEP 위상 제고
- 심포지엄,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미래예측

- ’17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기술·정책분야별 효율화 방안 수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전략 연구기반 구축
- 미래사회 이슈 대응형 기술혁신 투자전략 수립 연구
- 예산배분조정 관련 주요국 동향 분석
- 효율적 예산배분·조정 업무를 위한 지식공유 체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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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04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평가·성과 확산
○ 질적평가 강화를 통한 혁신 역량 제고 및 평가 실효성 추구
- 성과우수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 강화 및 사업성과의 질적 지표 확대
- 중간컨설팅평가 실시, 종합평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의 현장 착근
- 정책현안 이슈 사업(군) 평가 확대 및 전주기 평가체계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추진

● ● ● 2015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06

┃ 2014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
○ 국가별 협력과 글로벌 어젠다 대응 다자간 협력 병행
- 개별 국가와 양자간 협력을 MOU 체결에서 단·중·장기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협력으로 전환
-S
 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lobal risk governance, Global STEM Alliance, Gender
Issue 등 글로벌 어젠다의 적극 참여를 통해 범지구적 문제의 과학적 해결에 동참
- 글로벌 어젠다별 Asia Chapter 구성 등 이니셔티브 확보를 통한 적극적 참여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우수성과 100선 선정, 성과활용 실태조사 실시, 대학·출연(연) 성과관리·활용 역량진단 등
지속적인 성과확산 정책 추진
- 2016년도 지식재산사업 중점투자방향·재원배분방향 수립 지원

○ 국가과학기술 통계 생산 및 서비스 강화

○ 개도국 중심에서 주요 선진국으로 확대
- 개도국 대상 컨설팅 중심의 국제협력에서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 권역
및 협력 영역 확대
- 개도국 대상 일방적 전수에서 벗어나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EU,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협력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

-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활동 분석
- 2014년도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별 주요 성과 분석
- 국내외 과학기술 통계지표의 체계적 분석 및 대외 서비스 강화

○ 증거 기반 정책서비스 및 국가R&D사업관리 활용 체계 확산

○ 과학기술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적극 추진
- ODA 사업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수행체계 다양화
-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국내외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정책기획·조정·평가 정보 연계 및 심층 분석기반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 국가R&D정보관리 활용강화를 위한 내역단위 관리기반 구축 및 참여제한 정보의 수집·확대를
통한 연구 투명성 제고

0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정책 이슈 발굴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론 고도화 및 기반구축 연구 강화
-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적시에 도출함으로써, ’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
- ’14년 발간된 R&D부문 표준지침(제2판)의 실무적용 및 개선·보완사항 도출
-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립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조사체계 개선 연구 추진
- 국가R&D사업 사전분석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추진
-R
 &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부 방법론 개발, 기반자료 축적 및
조사수행체계 개선 연구 수행

○ 정부 R&D예산 편성지원 및 중장기 정책이슈 발굴·분석
- ’16년도 예산요구서 분석 및 사업별 심의자료 작성 지원, 주요 정책이슈 도출·심층분석 및
이슈별 중기 투자전략 수립 등 차년도 정부 R&D예산 편성 업무 지원
- 정부 R&D 투자·배분의 효과성 분석 및 효율화 방안 등 전략적 R&D예산 편성 및 투자효율화를
위한 정책 기반구축 연구 수행
- 국내외 R&D예산정책 네트워크 구축(R&D예산정책 콜로키움 운영, 주요국의 R&D 예산정책
전문기관/전문가와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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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협력기관

중국

미국

•The Institute of Policy and
Management (IPM),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
•Chinese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CA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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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HSE)

카자흐스탄
•National Agency for
Technological Developemt
(NATD)
•National Cen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NCSTE)

일본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ISTEP)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y(JST-CRDS)

쿠웨이트
•Kuwait Institute for Scientific
Research (KISR)

브라질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Management (CGEE)

말레이시아
•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entre for South-South
Cooperat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STIC)
•Malaysian IndustryGovernment Group for High
Technology (MiGHT)

•Uganda National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UNCST)

2014 KISTEP 연차보고서

주요 협력내용

한국연구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분야 신직업 발굴 등 공동 연구 또는
학술회의 추진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 연구 수행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양성

대만

UNIST

연구 주제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The College of Management of
YuanZe University
•Science & Technology Policy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STPI), National Applied
Research Laboratories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 주제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서울연구원

정책 개발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수행

대구과학대학교

연구 주제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및 훈련, 연구협력

•Vietnam Cent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VISTEC)

인도네시아
•State 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 (RISTEK)

166

기관

우수성과 발굴·성과확산, 과학기술통계, NRF의
KCI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지표 개발·
제도 개선, 정책기획과제 공동연구·자문 등
공통 관심분야 협력

베트남

우간다

국내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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