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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1999년 설립 이후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 등
전주기 과정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를 이끄는 ‘싱크탱크’로서 보다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1999년 설립 이후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기획, 예산 배분·조정, 평가 등 전주기
과정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를 이끄는 ‘싱크탱크’로서 보다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함께 매년 예산 배분과 조정, 과학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평가,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 통계분석 및 DB 구축, 성과평가, R&D 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과학기술정책 전반에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임무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는 국가 과학기술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한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2015년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선정, 정부R&D 평가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토론회, 새로운
문명시대 그 변화의 동인과 방향을 담은 미래포럼, 양성평등 국가포럼, 독일 통일25년, 미래한국 25년 포럼
등 기존 과학기술계만의 이슈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와 과학기술의 접점을 찾고 더 깊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다양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ISTEP 미래한국보고서’, ‘혁신의 순간들’ 도서 출간, 역대
과학기술부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탐색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다방면으로 협력해왔습니다. 『제1회 아시아혁신포럼』을 통해 아시아
차원의 혁신을 논의했으며,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과 노력을 약속하는 ASTN(아시아
과학기술혁신 싱크탱크 네트워크)을 발족했습니다. 또한, 『2015 아시아·태평양 젠더서밋』을 통해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 혁신의 테마로서 젠더혁신 이슈를 국내·외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ISTEP-ISTIC 개도국 고위정책결정자 과학기술혁신 교육 프로그램, 제10차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세미나,
세계과학기술포럼 ‘STI Policy and R&D’ 세션, 제7회 한·독 학술대회 ‘Science and Innovation’ 세션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도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무거운’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착화되는
‘뉴 노멀 (New Normal)’시대, 저출산·고령화, 청년 실업 등 계층 및 세대 간 갈등은 물론, 대외적으로 중국
등 신흥국의 약진,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까지 세계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조차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또,
철강·화학·조선 등 주요 제조업은 중국 發 공급과잉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인해 경제적 불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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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재정부담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2%의 증가세를
이어온 국가R&D 예산 증가율이 25년만에 크게 줄어들면서 연구현장의 사기 저하, 미래 먹거리
연구의 위축, 기업 R&D 투자 저조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입니다. 2015년도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이 OECD 30개국 중 5위에 이르는 세계적 수준으로 그동안 양적 투입과 성과
측면에서 혁신의 기반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긍정적 평가에 걸맞게 이제는 ‘R&D 투자 효율화를 통한
성과 제고’의 동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은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또 한번의 도약과
혁신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간 너무 짧은 시간에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룬 탓에 놓쳤던 경제·사회적 갈등과 위기 요인을 옳게 탐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6년은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이슈 뿐만 아니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산재된 문제들과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고, 새로운 프론티어의 신개척자 정신과 이것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실행력,
용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다시 한번
세계 여러 국가에 영감과 비전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국가모델’,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창의적 혁신 패러다임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수없이 실패할 수 있겠지만 도전적 시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테슬라모터스(Tesla Motors)의 창업자 엘론 머스크(Elon Musk)는 “Failure is an
option here. if things are not failing, you are not innovative enough”(실패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만약
무언가 실패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혁신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실패에 굴하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적 시도가 혁신적 미래가치를 창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도전의 하나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5년도 주요 연구성과와 다양한 활동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돌아보고, 향후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과학기술계 종사자 및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도 과학기술 전반의 이슈를
살펴보는 유익한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저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0 1 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
2015년도 한국사회에는 크고 작은 사건과 변화들이 많았다.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사회 분위기가 위축되었지만
과학기술계는 국가R&D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신기술 등장에 따른 미래사회 대응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세계과학정상회의 등의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였다. 이에 KISTEP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한 해를 되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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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주요 이슈

1

국가 경쟁력 확충을 위한
혁신의 노력

▒▒ 정부R&D

혁신방안 발표

정부R&D 사업의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국내총생산(GDP)과 대비하여
그 비중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사업의 성과는 투자대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R&D 투자 효율성을 증가시켜 가시적인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 민간/산·
학·연 간의 중복 해소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도입, 출연(연) 경쟁력 강화 ▶출연(연),
대학의 중소·중견기업 연구소화 ▶R&D 기획 및 관리체계 혁신 ▶정부 R&D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새로운 추진과제의 탐색이 아닌 기존 과제 중 정부 주도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현장에서 바로 작동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정부는 혁신방안 발표 이후 연구현장 착근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고, 그 결과 2015년
말 38개의 추진과제 중 26개의 추진과제를 조치·완료했다.

▒▒ 정부

▒▒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완료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핵심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구현을 위해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 비타민 등 다양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4년 대구센터 설치로 시작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전국 18개 시·도에 설치가 완료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대기업과 연계해 지역 내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본격화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국적 완성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창업 열기를
확산시켜 벤처기업 3만 개 돌파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유럽연합(EU)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을 글로벌 저성장 환경의
경제 성장 모델로 인정했고 사우디와 브라질 등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약개발 지원사업 효과의 가시화

한미약품의 신약기술 수출계약 규모가 2015년 7조 6000억 원으로 한국 제약산업 역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한미약품은 랩스커버리(LAPSCOVERY)를 접목한 기술 6건 중 5건에
대해 기술수출을 성공했다. 또한 자체 개발 중인 당뇨 및 비만 치료 바이오신약에 대해서도
얀센(Janssen)과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고 사노피(Sanofi)와는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인 ‘퀀텀 프로젝트(Quantum Project)’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제약기업의 잇따른 신약기술 수출 뒤에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노력이 있었다. 2011년
출범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기초 연구부터 글로벌 임상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며 지난 4년간
80여건의 신약 개발을 지원했다.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개발’을 목표로 지원 사업을
펼쳐온 사업단은 2015년까지 기술이전에 따른 정액 기술료 합계만 약 5조 원을 달성했다.

▒▒ 대학

2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발걸음

▒▒ 젠더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대두

젠더혁신은 불평등, 저성장, 지속가능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작된
‘창조경제’와 함께 여성 잠재력을 활용한 조직 내 창의성 증대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새로운 지식과 시장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2015년 주목을
받았다. 젠더혁신이란 개인·문화·과학·공학 등 전 영역에서 젠더 편견을
제거해 과학기술 및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혁신을
연구개발에 접목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특징을 고려해 연구
결과물과 제품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시켜
기업의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젠더혁신은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생산인구의 감소가 염려되고 미래성장동력이 필요한 이때 산업
경쟁력을 높여줄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

인구구조 변화를 대비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등교육의
질적 담보를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BK플러스 사업, 대학특성화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고 2015년에 프라임사업이 발표됐다. 프라임사업은 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 및 전공을 개편하는 것으로, 취업률이 낮은 학과 정원을 줄이고 취업률이 높은 학과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아 대학의 취업 학원화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만 몰두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끄는 지식 생산과 인재 양성의
기관으로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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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주요 이슈

신기술의 등장과 사회적 대응
▒▒ 크리스퍼

3

‘유전자가위’ 등장과 기술 영향력 분석

유전자가위는 DNA에 각종 세포 질환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를 잘라내고 정상 DNA를
붙이는 기술이다. 특히 최근에 각광받는 3세대 기술인 CRISPR 유전자가위는 기존 기술에
비해 정교함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원하는 특정 유전자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윤리적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KISTEP은 2015년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 중 하나로 ‘유전자가위’ 기술을 선정하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 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이 미칠 긍정·부정적 영향 등의 사회적
파급력을 미리 진단해 보는 기술영향평가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 측면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

▒▒ 메르스

▒▒

한국 과학기술 위상 제고

세계과학정상회의 개최

한국의 과학기술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행사 개최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에는 전 세계 60여
개국 장관급 인사, 노벨상 수상자, 글로벌 CEO 등 3천여 명이 참가한 세계과학정상회의가 10월
대전에서 5일간 개최되었다.
첫날에는 ‘효과적인 과학기술혁신 실현 방안’을 논의했고 본회의 둘째날에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을 주제로 각국 정부, 국제기구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주요 의제는 ▶시스템 혁신 ▶개방형 혁신 ▶차세대
생산혁명 ▶빅 데이터와 개방형 과학 ▶인재와 스킬(skill) 육성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
과학기술자문 등 7개로 꼽을 수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10년 이상 세계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대전 선언문을 채택했다.

발생 그리고 미래연구의 중요성 재확인

2015년 6월 신종 전염병인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국에서
발생해 기업의 매출감소, 해외 관광객 입국 취소 등 경제ㆍ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끼쳤고 국민들은 몇 개월간 공포에 떨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한국도 더 이상 바이러스 안전국가가 아님을 확인시켜줬다. 메르스 사태의
진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초기의 대응 부족은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전파되는 예측 불가능한 질병 발생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를 위한 미래기술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한 행정적, 사회/제도적 측면을 고려한 미래연구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줬다. 과학기술계는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신위험사회의 과학기술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 자성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신위험사회를 대비한 미래사회 연구는 이제 정책과 연결시키는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 고리

4

▒▒ 글로벌

리더십의 확대

그동안 선진국이 주도하던 국제기구의 주요 보직에 국내 연구진이 다수 임명됐다.
원자력연구원의 하재주 박사는 국제원자력기구(NIA)의 원자력 개발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핵융합연구소의 이경수 박사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사무차장으로 선임됐다. 하연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연구원도 OECD
산하 원자력기구의 인적기반 원자력 안전국장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한국인이 꾸준히 늘어나 2015년 1월 기준으로 45개
기구에 약 5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고위직의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인의 주요직
임명은 그 의미가 크다.
국제기구의 고위직의 진출은 개인의 명예도 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국제협력 활동 주체가 된다.

원전 1호기 폐로 결정, 신기술의 상용화

우리나라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설계수명 30년에 도달했고 현재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결국 2015년 6월 12일 국가에너지위원회는 30년이 지난 고리
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리 원전 1호기는 2017년 6월 18일 수명이 종료될 예정이다. 고리
원전 1호기와 같이 사용연한이 지난 노후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전 안전성 향상기술이 중점 개발되고 있다. 원전 사후관리 강화 및 안전 최우선
원전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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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15
March

January
•2015년도 KISTEP 시무식(1.2)
•2015년도 정부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미래부 공동, 1.7~23)
•기술성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기획부처
설명회(미래부 공동, 1.13)
•K2base 사용자 설명회 개최(1.14)
•2015 KISTEP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포럼 개최(1.2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제2기 전문위원회
워크샵(미래부 공동, 1.29~30)
•연구성과 관리유통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미래부 공동, 1.22~23)

02

01

•2016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미래부 공동, 3.12~13)
•주한 대사관 과학관 간담회(3.31)

03

04

•KISTEP-한미경제연구소, MOU체결(4.17)
•2016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의결(국가과학기술심의회, 4.6)
•개원 16주년 기념식 개최(2.2)

February

April

May

July

•KISTEP-한국여성정책연구원, MOU체결
(5.19)
•2016년도 정부R&D사업 설명회(미래부
공동, 5.26~29)

•KISTEP 심층토론회(4만불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R&D 혁신방안, 7.2)
•2016년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
의결(국가과학기술심의회, 7.10)

05

06

07

08

•20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R&D분과
공개토론회 개최(재정부 공동, 6.2)
•제3차 과학기술인력 기본계획 영역별 위원회
개최(6.8~26)
•2016년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수립을 위한
워크샵(지재위 공동, 6.11~18)
•제1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전담기관 기관장급
협의회 개최(6.25)

•과학기술부 역대 장관 간담회 개최(8.18)
•제1회 아시아혁신포럼 개최(8.25~26)
•2015 아태젠더서밋 개최(WISET·NRF,
공동, 8.26~8.28)

June

August

September
•KISTEP-JST CRDS 공동포럼 개최(9.7)
•KISTEP-국제공정무역기구,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9.10)
•2015년 제1차 Creative KISTEP Fellowship
성과발표회(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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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자간담회 개최(10.6)
•제7회 한·독 학술대회 개최(10.1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수여식 및 전시회
개최(미래부 공동, 10.15~18)
•KISTEP 심층토론회(정부R&D 평가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10.16)
•‘STI Policy and R&D’ 세션(세계과학기술
정상회의 - 미래부 주관, 10.19)
•킹 압둘아지즈 과학기술도시연구원(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과
MOU 체결(10.19)
•제 7차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개최
(미래부 공동, 10.21)
•제6회 미래포럼 ‘새로운 문명시대 :
그 변화의 동인과 방향’(10.29)
•2016년도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안)
의결(국가과학기술심의회, 10.30)

October

November
•제10차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참석(11.9~11.10)
•제3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공청회(11.16)
•양성평등 국가포럼(11.18)
•국가R&D 예비타당성조사 교육(11.8~19)
•국 가 R & D 성 과 관 리 활 용 역 량 강 화
워크숍(미래부 공동, 11.9~10)
•제1회 R&D 투자전략 콜로키움(11.17)
•제7회 KISTEP-ISTIC 개도국 고위정책자
STI 교육 프로그램(11.23~27)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과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미래부
공동, 11.24, 26)
•제7회 미래포럼 ‘독일통일 25년, 미래한국
25년’(11.25)
•「미래한국보고서」 출판(11.26)
•기 술영향평가 결과(안) 공개토론회
(미래부 공동, 11.30)

11

12

•KISTEP 기관고유사업 및 일반사업 공개
발표회(12.1)
•NTIS 사업 10주년 성과보고회 개최(미래부
공동, 12.2)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미래부
공동, 12.6)
•카타르 국립연구기금(Qatar National Research
Fund)과 MOU 체결(12.9)
•「혁신의 순간들」 출판(12.10)
•지역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12.10)
•제2회 R&D 투자전략 콜로키움(12.15)
•2016년도 정부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미래부 공동, 1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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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실적
■ 주요 연구성과
■ 추진 연구과제

주요 연구실적

KISTEP

• 분야별 연구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 규제발굴구체화작업반 및 규제분석
전문작업반 30여 회 개최를 통하여 294개 발굴 규제 분석·논의
• 규제개선 옴부즈만 위촉·운영 지원 및 국민 규제개선 모니터링단·규제개선고
홈페이지 운영
• 과학기술분야 규제비용 분석 및 매뉴얼 수정 보완,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현황
조사분석 등

주요 연구성과

1
국가 과학기술
예측·기획
선도기관으로 도약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및 10대 미래 유망기술 선정 수행

▒▒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출연(연) 평가 수행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위한 미래 트렌드 분석, 사회적 이슈 및
니즈(needs) 도출 등 미래사회 전망(1차년도 연구)
• 통일사회 전망 및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통일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미래준비 연구 추진
• 한국사회 격차, 불평등 증가 대응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 유망기술
발표(’15.2)

• 7개 기관 공통기준형평가 및 9개 기관 임무중심형평가 시행
• ’15년도 원안위 직할 기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평가 실시
▒▒ 과학기술인력정책 수립 및 통계기반 구축

•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16.1 국과심 상정)
• 공과대학 혁신방안 1주년 평가(’15.8 공대특위 상정) 및 공과대학 혁신방안
우수사례집 발간
• 과학기술분야 신직업 발굴(사회격차해소) 및 진로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 이공계 인력(개인, 기관) 실태조사, 중장기 수급전망 등 인력정보기반구축

▒▒ 기술수준평가 및 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향평가 수행

• 12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 추진 및 ’12년도 결과와
시계열 비교 진행(’15.6 국과심)
• ‘유전자가위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대상으로 ’15년도 기술영향평가
수행(’03년 이후 총 16개 기술 대상 평가)
▒▒ 국가과학기술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추진

• 「미래사회 이슈 발굴·분석 및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에서는 이슈 별 10년
후의 중요성, 발생가능성, 영향력, 연관관계 등 분석
• 「중장기 R&D투자 전략 로드맵 수립」으로 국가R&D 전주기에 생성된
자료들의 연계를 통한 증거기반 투자전략 수립 방안 설계
•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성과창출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로
사업의 성공적 성과창출·활용·확산이 가능하도록 운영·평가 방안 마련

2
주요 과학기술정책·
계획수립의 핵심
역할 수행

▒▒ 중장기 정책기획·조정 및 동향·이슈 분석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15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15.3 국과심)
•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연계, 중복 계획 조정 등 효율화(’15.7 국과심)
•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분석(20호) 및 이슈페이퍼(20호) 발간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책이슈 발굴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 지방R&D체계 실태조사, 지방과학기술연감 등 통계 작성 및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산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지원
▒▒ 과학기술혁신정책(K-STIP) Scoreboard 및 Insights 발간

• 지방과학기술산업, 민간기술혁신 Scoreboard 발간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3
정부R&D 예산
배분·조정 전담
지원체계 확립

▒▒ 2016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예산 배분·조정 업무 전담 지원

• ’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수립 지원
• ’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 DB화 및 현황 분석
• 토론 중심의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별 검토의견서 작성 지원
• R&D 혁신방안 이행검토,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추진계획(안) 마련,
예산 낭비요소 발굴 등 정부R&D예산* 심의 지원
* ’16년 주요 R&D예산 12조 8,357억원(’15년 대비 0.5% 감액)

• 회계연도 일치,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연구개발사업 구조개선을 통한 효율화
지원
▒▒ 정부R&D 사업 주요 정책 및 기술이슈 발굴 및 효율화 방안 마련

• 사회적 주요이슈 대응 및 차년도 예산배분·조정 전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기술별 주요 이슈* 발굴
* 문화콘텐츠, 유전체, 재난재해, 에너지 등 분야별 22개 효율화 과제 추진

• 사업목적·내용·수행주체·추진체계 등 사업속성, 기술특성 및 정책환경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화 방안 마련
•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매뉴얼 마련
▒▒ 기획재정부R&D 예산편성 업무지원 및 현안 이슈 발굴·연구

• 중기사업계획 검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R&D 예산편성 업무지원
• R&D 예산편성의 전략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슈 발굴 및 심층연구 수행
▒▒ R&D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R&D예산 편성 지원

•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중기R&D투자규모 설정 지원
• R&D예산 관련 정책 이슈 도출 및 심층 분석을 통한 R&D예산 편성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착근 방안과 혁신 모델 발굴
• 광역시·도(17개) 산업 및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육성 산업 분석
• 미래성장동력 관련 R&D사업 분석 및 효율화 방안 마련
▒▒ 과학기술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안) 수립 등 규제개혁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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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반기 최종 32개 규제개선 추진과제 선정(’15.7, ’15.12 국과심)
2015 연차보고서

16

주요 연구실적

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전문기관으로 발전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기반 성과평가 실시 지원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16년도 실시계획 수립
• 질적 우수성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수행(92개 사업)
• 정책이슈 및 현안사업 중심의 특정평가 실시(1개 사업군, 4개 개별사업)
• 기관 맞춤형 출연(연) 상위평가 실시 지원(3개 부처·청, 1개 위원회, 1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9개 기관) 및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매뉴얼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미래부, 산업부 등 4개 부처 12개 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 실시 지원
▒▒ 정부R&D와 국가 전체 연구개발활동 통계의 조사·검증·분석과 정책

활용도 높은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통계지표 발굴·모니터링·분석
• ’14년 기준 정부R&D 605개 세부사업(17.6조원) 투자 및 성과현황과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조사·검증·분석
• 과학기술통계백서, 통계브리프, 주요 경쟁력 평가(IMD, WEF) 분석
보고서 발간
• OECD 30개국 과학기술혁신역량(COSTII)과 한국의 16개 시·도
과학기술 혁신역량(R-COSTII) 분석
▒▒ 과학기술정책 및 지식정보 분석 체계 구축
※ 정책전문가(예산, 평가) 관리 서비스 고도화 및 위원회 지원 서비스 신규
개발을 통한 정책소통 활성화 기여

• (사업관리) 평가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성과관리 책임성 강화
※ 기술성평가(’11~’15년 28개사업), 중간평가(’08~’14년), 특정평가(’08~’14년
1,063개사업), 추적평가(’14년 3개사업) 결과 공개
▒▒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및 확산 체계 구축 지원

• ‘2015년 성과관리 실시계획’(’15.4) 및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16.1) 수립지원
• ’16년 지식재산사업 중점투자방향·재원배분방향 수립 지원(’15.7)
• 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시범실시(’15.1)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627개 기관 대상(응답률 72.1%)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협의체 구성·운영(’15.6)
• 대학·출연(연) 성과관리·활용 자가진단 및 현장 컨설팅 실시(’15.10)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발굴 및 홍보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사례집 발간 및 전시회 개최(’15.10)
• 광복 70년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 선정 및 사례집 발간(’15.10)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 위상 정립

▒▒ 2008년 이후 총 138개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 120개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8개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의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제도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 조사방법론 고도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개최(4회)
• 제도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실시
(2회 : 서울, 대전)
※ ’12년부터 매년 서울과 지역을 각 1회씩 실시

KISTEP

추진 연구과제
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전략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평가·성과 확산

01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32

국가연구개발 자체·상위평가

02

2015년 기술영향평가

33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사업

03

2015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

3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사업

04

미래준비연구:통일한국의 과학기술

35

정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새로운 접근방법론 탐색 연구

05

2016년 KISTEP 미래 유망기술 선정 연구

36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연구

06

한중 FTA 관련 산업군의 기업경영 현황과 연구개발투자 조사

37

연구개발(R&D)활동이 GDP에 미치는 영향 분석

07

미래사회 이슈 발굴·분석 및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38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08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39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09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40

2015년 범부처 과학기술통계백서 발간

41

2014년 연구개발활동조사

42

2015년 국내·외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통계브리프 발간

43

2015년 주요 경쟁력 보고서의 과학기술경쟁력 종합분석

44

2015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45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조정
10

미래성장동력 사업분석 및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11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착근 방안에 관한 연구

12

창조경제 관련 지역별 시범과제의 타당성 연구

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 연구

14

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연구

15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연구

16

R&D 혁신방안 수립 및 이행실적점검

46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17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47

2015년 국가R&D사업 사전분석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18

지방과학기술관련 정책 수립·분석

48

R&D 부문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일관성 제고 연구

19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49

IT 분야의 국가R&D사업 편익사례분석과 개선 방안의 도출

20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5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R&D 예산 편성 지원

51

2015년 전략적 R&D 예산배분 및 편성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52

정부R&D 투자의 효과분석 모형에 대한 탐색연구

53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특허 현황분석 및 활용도 제고방안

54

정부R&D 사업이 중견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21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현주소 분석을 통한 투자효율성 개선연구

22

다부처사업 추진, 운영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23

중소기업 R&D 투자 효율성에 관한 실증 연구

24

과학기술인력양성 정부연구개발사업 구조 개선방안 연구

25

성장동력 정책과 R&D사업 분석을 통한 투자전략 연구 - ICT 분야

26

장기계속사업 관리방안 효율화 연구

27

2016년 정부R&D 예산 배분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28

2016년 정부R&D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효율화 방안 연구

29

2015년 개방형 정책수립 체계를 활용한 과학기술 현안 이슈 연구

30

신약개발 분야 정부·민간R&D의 역할조정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31

정부R&D중기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프레임 개발 및 시범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정책
이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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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실적

추진 연구과제

01

• 도출된 이슈를 대상으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주요 이슈 선정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 한국 사회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미래 사회 이슈를 주요 이슈로 선정
-- 각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시기(장·단기)를 구분하여 실현 시기가 다양한 미래기술
후보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
-- 온라인 설문을 통해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위원회 평가로 40개 주요 이슈 선정

연구책임자 이승룡

•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추진
--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활용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핵심키워드 도출, 이슈 간 관계
네트워크 분석 등 심층 분석 진행

연구목적

▒▒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기술의 예측·분석을 위해
▒▒ 니즈(needs) 분석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미래사회 전망 추진

•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방안 설정을 위해 미래 우리사회의 사회적·
경제적·과학기술적 대응 필요 사항 제시

▒▒ 미래사회 수요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40년까지 출현할 미래기술* 도출

-- 특정 니즈(needs)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관련 니즈에 반영

* 기술적 혹은 사회적으로 실현되어 과학기술·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기술

• 과학기술 발전으로 변화된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진행
▒▒ 미래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와 과학기술 발전 전망의 반영으로 미래 대응력이

강화된 과학기술 기획 및 정책 수립에 기여*
* 기술 개발·보급시기, 중요도, 정부투자의 필요성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18~’22)시 필요한 미래기술 목록 제시

시사점

▒▒ 미래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와 과학기술 발전 전망의 반영으로 미래 대응력이 강화된

과학기술 기획 및 정책 수립에 기여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는 기술예측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래기술 도출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

연구내용

▒▒ 트렌드 분석

• ’40년까지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전 세계적인 미래사회
변화 트렌드 분석
-- 최근 발간된 국내·외 미래전망 보고서, 동향분석, 웹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문헌 분석
-- STEEP을 활용하여 Category별 환경 스캐닝
• 트렌드 간 연관(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 메가트렌드 분석

• 트렌드의 흐름을 고려하여 도출된 이슈 중 한국 사회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요이슈 선정·분석
▒▒ 빅데이터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이슈 대응형

대상 기술 후보군 제시
▒▒ 과학기술 주요 분야별 대표 저널에 대한 서지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동향 파악 및

Technology Push형 미래 유망 연구분야 제시

-- 시·공간적 포괄성, 영향도 등을 고려하여 메가트렌드 도출
• Technology Push형 미래기술 도출을 위한 기술 트렌드 분석
-- 주요 학문 분야별 시계열적 서지분석을 통해 중점 연구영역, 선도 연구분야
도출 및 급부상 기술 도출
▒▒ 이슈 분석

• 트렌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발굴
-- 트렌드로부터 니즈(needs) 및 미래기술 후보군 도출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이슈 분석을 도입하여 100개의 이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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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02

• (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논의를 통해 평가대상 기술 최종
후보를 2순위씩 미래창조과학부에 추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평가대상기술 선정

2015년 기술영향평가

※ 대상기술선정위원회: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12명으로 구성

• (대상기술 분석) 평가대상기술별로 분석회의를 구성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평가 이슈 도출
※ 대상기술별 분석회의: 유전자가위 6명, 인공지능 9명의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

연구책임자 임성민

• (전문가 평가) 대상기술별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 이슈별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정책적 고려사항 제시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대상기술 분야 전문가 및 사회과학 전문가 등 기술별 각 12명으로 구성

연구목적

▒▒ 신기술이 초래할 영향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 (시민의견 수렴) 대상기술별 시민포럼에서는 평가의견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온라인
의견 창구를 통해서는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최근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어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
증대

※ 시민포럼: 공모를 통해 모집된 일반시민 대상으로, 기술별 각 14명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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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하여 최종
평가결과(안) 도출

--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도 가져오지만,
환경·윤리 문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초래

연구내용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 평가
•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여 정책수립 초기부터 바람직한 변화 방향 유도
-- 관계 부처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향후 소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 반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추진 권고
• 기술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

시사점

▒▒ 유전자가위 기술

• 유전자가위 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인체의 영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의료적 활용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 검토 후 추가 규제 고려 필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확대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과의 부합성 검토
• 유전자가위 기술을 배아·생식세포에 적용하는 문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각계각층의 합의 필요
•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농축산물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
필요

--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

-- 기존 GMO 규제로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과 새로운 규제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서로
대립된 의견 존재

--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 평가대상기술

▒▒ 인공지능 기술

--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윤리·사회적 반향이 예상되는 ‘유전자가위’

• 인공지능이 직업·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재교육, 인력재배치 등 인력양성 대책
마련 필요

-- 일상생활에 빠르게 확산되어 큰 파급이 예상되는 ‘인공지능’

• 인공지능의 오남용과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법리에 대한 검토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 필요

▒▒ 평가 절차 및 평가 주체
< 2015년 기술영향평가 절차 및 평가주체 >

• 기술과 예술의 상호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인간관계 단절에서 오는 폐해를 예방·
치료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전문가평가
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
분석 및
평가이슈
도출



시민포럼
온라인
의견창구



평가결과
(안) 도출
*공개 토론회



국가과학
기술심의회
보고



관계부처
통보

• 인공지능에게 허용 가능한 윤리적 판단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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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기반의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 연구

2015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융합연구 동향 분석 방법론 확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의 표준분류 복수선택제 정보를 활용하여 다학제성
연구* 현황 분석 체계 확립
* 2개 이상의 분류 정보를 포함할 경우 단일 연구 내에 2개 기술, 또는 학문이나 연구 영역 간 결합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여 융합 분야로 구분

연구책임자 김용희

연구목적

-- 최근 3년(’12~’14)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융합 관련 연구 투자 현황 분석

▒▒ 국가과학기술 분류를 위한 표준틀로써 지속적인 개선·활용 연구를 통한 효율적

활용기반 구축 필요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02년 최초 제정된 이후 5년 주기의 개정 프로세스에
따라 개정 절차를 수행 중
-- ’15년은 국과위 심의·의결(’12.9)에 따라 도입된 5단계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의 3차년도로, 임시 분류의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수행
• 재난·안전, 융합기술 등 과학기술 정책 수요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반영
방안을 도출하고,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 기반 마련

시사점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의 안정적 고도화를 위한 기반 확보

• 개정 프로세스의 3단계인 기존 임시분류에 대한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수행
• 과학기술과 재난·안전 신규 임시 중분류의 후속 절차 수행
--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을 위해 임시 중분류에 대한 조사·분석 추진 및 NTIS 시스템
반영

▒▒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국가 융합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 제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융합 연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분석틀 확립

연구내용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 수행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융합연구 분석환경 확보

• ’12~’13년 선정된 임시분류*에 대해 분류타당성 확보를 위한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 인력 및 인프라 대분류, 가스에너지와 지능형 수자원관리 중분류

-- 가스에너지와 지능형 수자원관리 관련 임시분류는 키워드와 유사·인접 분류
분석,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해당 여부와 비중을 추가 조사
-- (규모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 및 정부연구비를 분석하여 기존 분류
규모와 비교·분석
-- (진보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CI 논문수, 특허건수를 분석하여 기존 분류
규모와 비교·분석
-- (영향 모니터링) 임시분류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기존 분류(정규분류) 범위와
영향의 강도 분석
▒▒ 새롭게 제기되는 정책수요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임시분류 적합성 평가

• 재난·안전 분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임시분류(중분류) 적합성 평가
-- 국민안전처에서 제기한 재난·안전 분류를 개정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합성을 평가하고, 반영 여부 결정
• 정부R&D 융합기술 투자 확대 방안 등 정책환경 변화로 제기된 융합기술의
임시분류 적합성 평가
--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상 융합 임시분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로
도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식품 융복합 대분류의 임시분류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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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지역 혁신 정책을 특성에 따라 재구조화단계(’90~’97), 네트워크형성단계(’98~’11),
네트워크확장단계(’12~)로 구분하고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분석

미래준비연구:
통일한국의 과학기술

-- 설문조사 결과, 독일 전문가들은 동독지역의 발전 방향, 혁신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방향성에 동의
• 동독지역의 혁신역량 발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연구개발성과(논문, 특허) 현황 분석
-- 동독지역 논문의 질적 수준은 서독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

연구책임자 이승규

-- 동독지역 특허는 양적·질적 측면 모두 서독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발명
후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는 비율이 높아 산업혁신 역량 구축이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줌

연구목적

▒▒ 성공적인 통일 준비를 위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으로서 남북한 과학기술

-- 논문 및 특허 모두 베를린 등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 심함

통합시스템 준비 방향 및 관련 근거 제시

※ 단, 동독과학기술자 설문조사 결과 거점개발 방식에 대해 적절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 통일로 인한 미래변화의 변동 방향과 미래수요 분석
▒▒ NIS(국가혁신시스템) 관점의 통일한국의 북한지역 혁신시스템 구축방향 제안

-- 통일의 발생가능성 변화에 따라 미래트렌드로서의 영향력 분석

• 독일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북한지역의 혁신시스템 구축 방향으로 통일한국의 북한지역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코리아-우리: Korea-U.R.I)* 제시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근거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통일 추진 단계에 필요한
통일한국의 혁신시스템(NIS)* 준비 방향 도출

* Korea–U.R.I(코리아 우리): U.R.I 는 Unternemen Region Initiative의 약어. U.R.은 현재 동독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화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정책명이며 Korea-U.R.I는 독일보다 더 신속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압축추진 모형 지향

* National Innovation System(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약어로 ① (actor) 혁신주체, ② (linkage)
혁신주체간 연계·협력, ③ (infra) 자원 기반, ④ (institution) 제도적 환경 등으로 구성

-- 독일통일의 문제점은 구동독지역의 낮은 산업경쟁력과 이로 인한 과다한
통일비용 발생으로서 통일독일의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낮은 산업화
초래에 대한 원인 분석 필요
-- 통일 후 북한지역의 효율적인 혁신역량 강화 방향 제시

연구내용

▒▒ 통일로 인한 미래변화의 변동 방향과 과학기술 분야 미래수요 분석

• 선행 연구 결과, 국내 오피니언리더 그룹(과학기술·인문사회) 대상 인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분석

시사점

▒▒ 독일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의 혁신시스템 구축 관점의 통일 준비 방안 필요

•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한국의 혁신역량을 효율적으로 짧은 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시스템 구축 계획
--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독일통일에서 나타난 재구조화 단계(7년)와 네트워크 형성
단계(8년차 이후 현재까지 18년째 수행 중)를 동시에 추진

-- 통일 발생 시 전반적인 미래사회 트렌드의 변동성 확대 전망

-- 특히 인력의 해외 유출 또는 과학기술 분야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과학기술인력이 가진
잠재력 상실을 방지하는 방안이 중요하며, 교육인정, 재교육 및 정보 제공 방안 마련
필요

-- 사회(통합)적 효과 및 해외협력 확대 효과 등으로 북한과학기술의 활용·협력
필요성에 대해 높은 수요 존재

-- 면밀한 통합 계획 없이 통일이 진행되었던 독일 사례와 상대적으로 차이가 큰 남북한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 독일 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동독 과학기술의 활용과 동독 지역의
혁신시스템 구축 정책 분석

▒▒ (가칭) ‘코리아-우리 로드맵’ 마련을 위한 준비 필요

-- 통일 후 동독 과학기술인의 전문성 활용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정부의
지원 방안도 도움이 된 것으로 응답

• 국가혁신시스템(NIS) 구축 관점에서 통일 직후 남북한 과학기술시스템의 재구조화와 북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의미

-- 동독 과학기술 자원은 인력>인프라>기술 순으로 활용되었으며, 통일직후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보다 많은 (인력)잠재력 활용과 동독기업 생존방안
모색 등을 응답

• 독일이 7년간의 재구조화 단계를 거쳐 통일 후 10년 이후에 추진한 동독지역 혁신
이니셔티브인 운터네멘 레기온을 한국에 맞게 변형시켜 북한지역과 통일한국의 혁신역량
강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최소화를 지향

▒▒ NIS 관점의 통일한국의 과학기술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 분석

• 독일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수행된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DB 구축 및 NIS 관점의 분석
※ 독일연방정부 교육연구부(BMBF) 자료 등을 바탕으로 30여개 프로그램에 대한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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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KISTEP 미래 유망기술 선정(’16.2 발표 예정)

2016년 KISTEP
미래 유망기술 선정 연구

• 미래 유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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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유망기술 선정
• 한국사회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 유망기술 선정

연구책임자 이승규

연구목적

▒▒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변화된 미래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크게 미칠 유망기술을 선정
• 한국사회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대응을 위한 미래기술 선정
-- 삶의 만족도 및 사회적 신뢰 향상을 핵심이슈로 선정
-- 핵심 이슈와 관련된 미래 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10대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제시
▒▒ 선정된 미래 유망기술은 연구자, 민간 기업, 정책 입안자가 R&D 기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

연구내용

▒▒ 국내·외 미래기술 선정 주요사례 검토

시사점

▒▒ 바람직한 한국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 관점에서 유망기술 선정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분노범죄 및 불신 증가 추세와 맞물려 사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관점의 기술에 대한 관심 증가
--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요소로서 사회적 신뢰는 사회일반에 대한 신뢰 의미
-- 한국사회의 삶의 만족도 저하에는 낮은 사회적 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세부분야 다수
존재
▒▒ 삶의 만족도 및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유망기술 선정

• 주요국 대비 삶의 질이 낮은 분야별로 사회적 신뢰 향상을 통해 삶의 만족도 개선이 가능한
이슈를 선정하고 대응수단으로서의 유망기술 선정
-- 다가올 미래의 바람직한 한국사회의 모습으로서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회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유망기술을
발굴

• 세계경제포럼, MIT, 유네스코 등은 미래사회·인류 관점과 IT·BT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이끌 와해성기술 등 발굴
• 국내에서는 KISTEP 등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성장동력,
국민의 삶의 질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 유망기술·트렌드 발표
-- 바람직한 미래 한국 사회를 위한 이슈 대응(KISTEP), 미래 먹거리 기술(KISTI),
핵심·원천특허 가능기술(특허청), 전자정부(NIA) 등
▒▒ 미래 유망기술 선정방법 및 단계별 주요 내용

• ’16년 KISTEP 10대 미래 유망기술 선정은 삶의 만족도 및 사회적 신뢰 관련
사회적 수요를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는 미래 유망기술 도출 과정으로 구성
• 객관적 이슈분석을 위해 국제기구(OECD) 발표자료, 소셜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삶의 만족도, 사회적 신뢰 향상에 관한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문헌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미래 이슈 및 수요를 도출
• 미래이슈·수요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적 대응방향을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향상 측면에서 정리
• 과학기술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뉴스클리핑, 미래 유망기술 DB,
관련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하여 미래 유망기술 도출
-- 10년 내 실현가능성, 구체성, 진보성 등의 1차 필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내외 전문가와 함께 20개의 최종 후보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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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분야별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한중 FTA 관련 산업군의
기업경영 현황과 연구개발 투자 조사

• 한중 FTA 체결시 기업 영향은 긍정과 부정의 중간에서 분야별로 소폭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격 경쟁력의 경우, 중국산 동종 제품대비 한국시장이나 중국시장 모두에서 다른
경쟁력 요소 대비 낮게 나타나, 우려되는 항목으로 조사됨

연구책임자 이윤빈

연구목적

▒▒ 한중 FTA에 대한 내용을 정부R&D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고 기술 분야별로 산업계

시사점

▒▒ 시장 실패 교정자로서 정부의 R&D 지원은 중요하며 지속적 모니터링 및 문제 감지 노력

필요

현황 파악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본 연구를 통해 수집·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국간 관계는 상보적이기보다는 경합적이고
기술격차도 빠르게 감소

• 한국과 중국 양자간 FTA는 교역 규모가 큰 만큼 산업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측 다수 항목의 관세 철폐는 한국측 다수 항목의 관세 철폐와 병행

-- 한국 교역비중: ’00년 미국(20%), 일본(16%), 중국(9%) → ’13년 중국(21%),
미국(10%), 일본(9%)

-- 중국 양허항목 7,428개(1,417억 달러), 한국측 양허 항목 11,272개(736억 달러)
• 설문분석결과 한중 FTA체결 시 기업 영향에 대한 기대는 긍정과 부정의 중간에 위치하며
원가절감, 매출향상 등의 긍정요인 이외에 국내점유율 하락, 인력 유출 등의 우려도 존재

연구내용

▒▒ 기술분야별로 산업계 연구개발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상호비교를 수행하였으며

▒▒ 민간R&D 주체의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 필요. 즉 수월성도 중요하지만

정부R&D 투자를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 진행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강건한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필요
• 중국은 다수의 대표주체가 등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소수 player에게 집중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

▒▒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전 기술 분야에서 축소 진행 중

• ’14년 기준 한국대비 중국의 기술수준은 89.4%이며 기술격차는 1.4년으로 ’12년
1.9년 대비 0.5년 축소

• 미래기술별 국내 대표 기업군 조사결과, 소수의 상위기업이 다수의 기술들에서 중복 언급

▒▒ 한중 FTA 관점에서 기술분야별로 관세 효과, 비관세 효과 등 발생효과별 차등화된 정책마련

▒▒ 양국간 R&D 투자 대표기업군을 상호 비교하면 중국은 다수의 주체들이 R&D에

투자하는 강건한 생태계 조성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은 소수 기업에 의지하는
쏠림현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
• 대표기업들 집합에서 R&D 투자 총액과 평균 순위는 근소한 차이로 중국 대비
우위에 있으나 한국이 중국보다 R&D 투자 집중도가 높고 심화 진행 중
• 과학기술예측조사(’12)의 미래기술별 국내 대표 기업군 재무자료분석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R&D 투자 환경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필요
• 관세 효과가 기대되나 산업체 지원 비율이 낮은 기술 분야의 경우 정부투자를 통해
대학에서 산출된 지식이 산업계로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한중 FTA 효과 제고
가능
• 비관세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분야의 경우 표준화나 인증에 관련된 부분에서 출연(연)의
역할을 강화하여 한중 FTA 효과 제고 가능
▒▒ 정부R&D 지원은 네트워크 일출효과 제고 방향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년간

▒▒ 기술 분야별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파급효과 차이 예상

• 정부R&D 투자 기술분야 중 의료기기, 신약, 식품 등의 분야는 관세 효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통신·방송 및 네트워크,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는 비관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의 경우 상품코드를 중심으로 구분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 효과와는 거리 존재

과제지원 필요
• 국내 기업은 정부지원 단독과제에 대한 선호(48.9%)보다 중소기업과의 협력과제 선호
(67.2%)가 높음
-- 중국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협력과제에 대한 수요도 상당부분 존재하며 한중 FTA를
계기로 국제협력과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과제기간은 3년 선호도가 가장 높으나, 과제 비용 규모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이끌어낼
제도적인 수단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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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문제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에너지 믹스(’06)’, ‘신재생에너지(’10)’,
‘에너지소비효율화(’11)’ 등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과 소비관련 활발한
정책논의 진행

미래사회 이슈 발굴·분석 및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 지난 2년 간(’13.5~’15.5) 뉴스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대중의 관심사항 파악
--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일자리 창출’, ‘여가시간 확대’,
‘근로 시간 감소’ 등이 나타남

연구책임자 안상진

연구목적

▒▒ 중요 이슈 2개에 대한 미래전략 수립

▒▒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트렌드 분석, 미래준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이슈에 대하여 과학기술·
ICT를 활용한 전략 발표(예정)

미래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연구체계 마련
• 10년 후 한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요 어젠다를 중심으로 미래이슈 분석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선택된 2개의 주요 이슈에 대해 과학적 방법론 기반
미래전략 수립

시사점
연구내용

▒▒ 28개 미래사회 이슈의 중요성, 발생가능성, 영향력 분석

• 중요한 10대 이슈: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사이버 범죄, 에너지 및 자원고갈,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 10대 이슈 대부분은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크고, 10대 이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경제와 초연결사회 이슈도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큰편
▒▒ 미래사회 이슈간 연관관계, 이슈와 핵심기술간 연관관계 분석

• 이슈 상호간 연관관계가 높은 이슈는 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②
고용 불안, ③ 불평등 문제, ④ 산업구조의 양극화, ⑤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⑥ 초연결 사회, ⑦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⑧ 재난위험, ⑨ 글로벌 거버넌스 순

▒▒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이슈와 기술에 대한 중요성, 발생가능성, 영향력, 연관관계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근거기반 미래전략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15년간 정책연구보고서의 정책적 담론과 2년간 미디어에 나타난 여론을 활용하여, 각
이슈별 계량분석이 갖는 함의를 설명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지식(Contextual Knowledge)
전달
▒▒ 미래전략을 위한 입체적 시각 제시

• 기존 보고서에서 제시된 중요성·필요성과 관련한 단편적 인식조사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각을 포괄
• 기술주도, 수요견인이라는 혁신(Innovation)에 대한 선형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입체적인 혁신시스템 예측(Innovation
System Foresight)의 사례 제시

-- 특히,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이슈 그 자체로서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여러 이슈들과 연관관계가 가장 높음
• 과학기술과 긴밀하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이슈는 ① 제조업의 혁명, ②
재난위험, ③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④ 생물다양성의 위기, ⑤
에너지 및 자원고갈, ⑥ 난치병 극복, ⑦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⑧ 산업구조의
양극화, ⑨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순
--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다양한 이슈와 높은 연관관계
형성
▒▒ 주요 정책연구 및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고용불안’,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 ‘남북관계’,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성장전략’ 등 7개 주요 이슈에 대해 지난 15년간의 정책
어젠다의 전개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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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술 분야별로 기술 및 정책 동향, 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분석지표를 설정하고

기술분야간 또는 중분야간 비교가 가능한 자료 선별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 과학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평가, 연구개발 조사·분석, 연구개발활동조사, 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 통계청 통계, 특허청 특허전략 청사진 등 다수의 자료 분석 진행
• 수집자료의 분석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장성, 기술역량, 정부투자 생산성, 공공성 등 4개
항목을 주요지표로 선정

연구책임자 이윤빈

-- 민간투자 비중 및 비율, 정부투자 필요도 등의 참고지표 구성
-- 수행주체별 비율, 집중도, 인프라 현황 등 자료 분석

연구목적

▒▒ 정부R&D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 각 지표에 적용 가능한 자료(시장 규모, 성장률, 서지분석 등) 분석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한
정제과정 진행

투자우선순위 및 중장기 전략 도출
•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공공의 투자비중이 낮고* 정부R&D 투자 증가율**도
둔화 추세

▒▒ 기술분야별 전문가 의견 추가 반영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수행

* 한국(약 24%), 미국(34.6%), 독일(30.1%), 영국(32.8%)

• 기술전문가 951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응답률 67.2%)

** 정부R&D 투자 증가율: (’10)11.0% → (’12)7.6% → (’14)5.3%

•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한국의 투자환경과 기술역량에 적합한 투자우선순위
도출 및 중장기 전략에 입각한 투자 필요

연구내용

▒▒ 기술위원회 검토 및 심층 논의를 통해 총점 및 서열 확정

• 주요지표별 정량자료에 대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5점 척도 차등 부여

있도록 추진 체계 구성

• 군집분석을 통해 부여된 정량 점수를 기본으로 하고 전문가 설문을 참고하여 기술위원회
논의를 통해 항목별 점수 확정

• 총괄위원회, 기술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으로 구성

• 분야 및 중분야에 부합하는 전략 내용 도출 및 제시

▒▒ R&D 분야의 다양한 전문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객관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연구기관 등 참여
중분류별
분석항목 작성



분석 취합 및
분야 내 종합



투자전략 마련
(복수개)



실무작업반
(중분류별 담당)

(총괄)

투자전략
검토 및 선택



기술위원회

전체전략 설정
및 심의·확정
총괄위원회

(작업반 전체)

기술분야와 하위 기술분야로 구분한 체계 구성
• 기본 분석단위는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와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하여 9개
기술분야와 58개 중분야로 구분
-- 과학기술표준분류 170여개 중분류를 적용하여 재구성
< 예시 : ICT·SW 부문 분류 내용 >

통신·방송 및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 기술 분야내 중분류 단위의 상호비교를 통해 서열척도를 도출

• 서열척도자료는 예산투입자료와 종합하여 각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도출에 반영 가능
▒▒ R&D 예산 배분·조정과의 연계 강화

▒▒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전체 R&D영역에서 기술중심 영역을 주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사점

사물
인터넷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 SW 및 •IOT로 확대하는
•투명 display, •네트워크
지능형 SW
초연결인프라
플렉서블
원천기술
•실감형
•IOT 서비스
공간형
•UHD 및 차세대 영상콘텐츠,
플랫폼
디스플레이
UHQ 방송
인터렉션 콘텐츠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빅데이터
처리분석
분석응용

• R&D 투자와 관련된 최상위 전략 수립으로 정부R&D 예산의 효율성 및 전략성 강화 기반
마련 기대
▒▒ 정량자료에 기반한 정책분석 자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기술 관점의 분류체계 분석단위는 각 기술분야별 시장 중심 기술군, 공공성 중심 기술군,
혼합군 등으로 구분 가능하며 각 집합에 적합한 객관적 자료 보완 및 추가 지표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정보
보안

•보안위협 지능형
대응기술
•ICT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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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원인 및 수요자 니즈(needs)까지 분석한 3개 시범선정* 사회문제 이슈에 대한

사회문제은행(SIB) 구축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 사이버안전(4개 영역 18개 이슈), 먹거리 안전(5개 영역 14개 이슈), 수질오염(4개 영역 17개) (총 3개 분과
13개 영역 49개 이슈)

• 3개 시범선정 사회문제 이슈의 체계적인 정리, 관리 효율성 및 대국민 의견수렴 창구 확보
* 데이터베이스 및 의견개진 창구 구축: KISTEP 미래예측포털에 탑재(http://foresight.kistep.re.kr/)

연구책임자 이상현

연구목적

▒▒ 사회문제 발굴체계, 사회적 합의 등에 기반을 둔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기획

• 사회문제 이슈와 수요자 입장을 반영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기획
▒▒ 사회문제 해결에 실질적 기여를 위해 수요자 입장의 문제해결 중심 성과 평가에

대한 체계 마련
•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의 성과가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에 걸맞은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 제언
▒▒ 사회문제은행(SIB: Social Issues Bank) 시범 구축

•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사전지식의 체계적 수집·정리·분석을 통해
현황, 문제별 세부내용, 사회적 파급효과 등 관련 지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시사점

▒▒ 사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모색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노력 필요

• 국가 현안 해결 관점에서 수요자에게 친절한 R&D 적용을 일상화함으로써, 국민체감의
과학기술정책 및 R&D 사업 활성화
▒▒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추진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성과확산 체계 마련 필요

•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한 운영·평가 체계 마련 및
적극적인 정책적 관리 필요
-- 별도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기획 및 예산배정 트랙 설정 필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판단을 위해 상시 현장의견 수렴 장치 마련과 기초자료 축적·

확보 필요
• 현장 수요를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운영
-- 해당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사후
분석이 아닌 즉각적 정보 파악 중요
-- 특정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될 경우 관련 정보와 지식의 사전제시를 통해 대응방안
탐색활동의 효율성 제고

연구내용

▒▒ 사회문제 이슈 중 사회격차 이슈* 대상 R&D 사업 제안서(RFP)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기획 수행
* 정보격차(2), 생활편의격차(1), 에너지격차(1), 의료격차(2)

• 사회문제별 세부이슈, 현황자료, 주요 발생원인 등 관련 자료는 향후 R&D 대상사업 선정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 사회격차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R&D사업 사전기획* 수행
* (정보·편의) (가제) ‘ICT 적용 확장을 통한 장애인의 모바일 생활편의기술 개발’
* (에너지) (가제) ‘주거취약계층 에너지격차 완화를 위한 보급형 에너지관리기술 개발’
* (의료) (가제) ‘지역사회 1차 의료 기반의 보급형 건강지원 플랫폼 개발’

▒▒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운영방안 및 평가지표 제언 추진

•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방안 및 추진체계 지침
(안) 마련
-- 사회문제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자의 인식전환 및 현장문제 해결 중심의
기획부터 성과활용까지 이해당사자들의 One-stop 논의 제언
•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의 효과적 평가를 위한 평가주안점 및 평가지표 지침
(안) 마련
-- 삶의 질 측정지표 및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평가지표 벤치마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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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동력 심층분석 및 효율화 방안 제시

미래성장동력 사업분석
및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와 관련된 ’14년도 R&D사업·과제를 대상으로 심층분석 실시
-- 19대 분야별·부처별 연구사업 및 세부과제 지원 규모,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상
반영·미반영된 사업 및 과제 현황 등을 정량분석
-- 분야별 연구사업으로 단계별 목표달성 가능 여부, 분야內 사업·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
등을 정성분석

연구책임자 손석호

•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및 과제 체계개편 방향, 부처간·사업간
연계방향 등 효율화 방안 제시

연구목적

-- 분야별 R&D사업 및 과제 구조개편 방향, 부처간 연계 방향 제시

▒▒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수립(’15.4)에 따라, 관련 부처별 사업(과제)의

-- R&D·사업화, 인력양성, 인프라의 측면에서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별 종합실천계획
개선방향 제시

체계화를 통한 정부 투자 효율성 향상
• 미래성장동력 정책이 집행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수립 중요
--선 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미래성장동력 대상사업과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를 통한 사업목록 재정비
필요
--또 한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과제개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 지원 전략 수립 필요

시사점

▒▒ 19대 분야별 핵심사업 지정을 통한 집중 지원 필요성 제기

• 여러 사업에 분산되어 있는 미래성장동력 사업(과제)를 대표사업*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정책과 사업(예산) 간의 정합성 강화 필요
* 기존 사업 중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미래성장동력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 사업유형 구분 및 총괄검토 체계 구축 필요

연구내용

▒▒ 미래성장동력 핵심사업 선별

• 미래성장동력 정책(종합실천계획)과 예산 간 정합성 강화를 위해 19대 분야별
전략적 투자집중 사업을 선별
-- 부처별 추진 중인 사업·과제 분석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및 미래성장동력 대상사업 목록 정비**를 통해 전략적 집중투자 대상
선별
*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원체계, 사업효과 측면에서의 미래성장동력 분야와의 연관여부 검토
** 「’15년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에서 지정한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대해 내역사업
기준으로 재정비하되, 해당 내역사업의 속성을 심층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내역
또는 과제 수준의 주요 내용 점검

▒▒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지원현황 분석

•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19대 분야별 정부R&D
지원 현황 분석

• R&D·사업화,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사업목적을 구체화하고, 사업 간 체계성, 연계성
강화 필요
• 분야별 정부 사업(과제) 간 연계성 및 투자효율성을 지속 관리·검토할 수 있는 체계
(예시: 미래성장동력 사업단) 구축 검토
▒▒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개선 필요성 제기

• 기초·원천 단계연구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전주기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개선 필요
• 중장기 석·박사급 고급인력(학계)과 단기 산업현장전문인력(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감안한 전략적 지원 필요
• 인증·평가 기반 구축, 국내·외 표준화 주도, 법·규제 개선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강화 요구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활용하여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투자현황 조사 분석*
* 사업 단위가 아닌, NTIS 등록 과제 기준으로 조사·분석

39
2015 연차보고서

38

주요 연구실적

추진 연구과제

11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현황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착근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도형·손석호

연구목적

▒▒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과 관련 운영

모델 개선 및 지역 착근을 위한 정책 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모델 개선 및 지역 착근을 토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의 조기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
-- 17개 센터 개소와 이후 지역 창업허브 및 혁신 거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제고

강원

서울

인천

빅데이터

문화·도시라이프

스마트 물류

경기

충북

충남

LOT, 게임, 핀테크

바이오, 뷰티

태양광에너지

세종

대전

전북

ICT, 스마트농업

기술산업화

탄소섬유

경북

대구

포항

IT, 스마트팩토리

IT, 전자, 섬유

에너지, 소재

울산

부산

경남

조선, 의료기기

유통, IOT, 영화

기계장비

전남

광주

제주

농수산식품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문화, 소프트웨어
IT, 관광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모델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내용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립성 강화를 위한 연계·협력 모델 발굴

• 해외 스타트업과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관련 정책 동향 및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모델의 지속가능성 확인 및 방향성 도출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허브, 지역혁신거점, 고용 지원 등 주요 기능과
관련된 유사 사례의 운영 모델 조사 발굴 및 비교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애로요인 점검 및 대응 체계 구축
-- 개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특화 모델 컨셉 개발 및 지역 혁신 네트워크
조성 지원

시사점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모델에 대한 진단 및 이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지역

착근을 위한 실무적 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적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모델에 대한 진단 툴 개발을 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직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성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국내·외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유사 정책 동향 및 혁신 네트워크에 대한 모범 사례
발굴을 통한 정책 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창조경제혁신센터간 연계·협력 모델 발굴 및 구체화 방안 마련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화 방안 마련
•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성과분석 실시
-- 17개 센터별 성과계획서에 기반한 성과달성도 점검 및 성과사례 발굴
• 지속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착근 방안 마련
-- 지역혁신개발, 지속가능성 관련 이론적 모델에 대한 검토와 지역별 센터 운영
모델 분석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현황 진단 툴 개발 및 지역 착근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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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클러스터를 분석하여 산업의 지역 내 공간적 분포 파악

창조경제 관련 지역별
시범과제의 타당성 연구

•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지역특화산업 분석
▒▒ 기업현황 분석

• 기업유형(소기업/중기업/대기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가지고 지역의 산업구조 파악
연구책임자 박석종

•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짚어보기 위해 지역에 연고를 가진 대기업 조사
• 벤처기업 현황 분석을 통해 창업 활성화 수준을 진단하고 부상하는 유망산업 이해

연구목적

▒▒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지역에 확산하여 착근시키기 위해 창업/

▒▒ 과학기술혁신 분석

기업지원/산업육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거점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광역시·도별로 설립

• 인력, 조직, 지식, R&D 투자, 창업/사업화 부문의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과학기술혁신
수준을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

• ’14년 3월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을, ’14년 10월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을 수립하였고, ’14년 9월 대구, ’14년 10월 대전을 시작으로 ’15년 7월
까지 전국에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육성 산업 분석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육성 산업과 관련된 산업동향, 기업사례, 정책동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산업 선정의 타당성 검토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은 ‘중점육성 산업’과 연관된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시범사업 기획·추진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육성 산업 현황 >

• 지역의 산업환경, 산업경쟁력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향 모색이 필요

광역시·도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센터

기능 설계시 필요한 지역산업현황 분석

연구내용

< 지역산업현황 조사·분석 항목 >
구분

일반현황

조사·분석 항목

산업

지역 내 총 생산, 제조업 생산액, 제조업 특화도, 산업단지 현황,
수출현황, 지역특화산업(산업부)

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대기업 현황, 벤처기업현황

과학기술혁신

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 연구개발투자, 창업/사업화 활동, 주요
과학기술혁신기관

창조경제 혁신센터
중점육성 산업현황

시장동향, 주요국 정책동향, 한국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동향,
국내·외 주요 기업 사례, 산업별 SWOT분석

▒▒ 산업현황 분석

시사점

광역시·도

중점육성산업

대구

패션·기계·자동차부품 등
전통산업 고도화

강원

빅데이터, 크라우드 소싱

대전

기술사업화 지원

충남

태양광 산업, 농업 6차 산업화

전북

탄소산업, 전통문화, 농식품

전남

바이오화학

경북

스마트팩토리

제주

스마트관광,
전기차·신재생에너지(풍력중심)

광주

자동차 분야 창업활성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세종

스마트 팜

충북

바이오, 뷰티, 친환경에너지

울산

조선, 의료자동화, 3D 프린팅

부산

영화·영상, IoT 스마트시티

인천

물류, 항공 MRO, 자동차부품

경기

핀테크, 게임, 헬스케어 보육 분야 IoT

서울

lifestyle관련 산업

경남

기계·ICT융합, 물산업(대체수자원),
항노화바이오

▒▒ 지역산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기업·과학기술혁신관련 18개 내·외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분석

중점육성산업

▒▒ 전담 대기업과 지자체가 성장동력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육성의지가 있는 산업,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연고산업 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
• 중점육성 산업이 관련 대기업-중소기업-지역의 상생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역 내 총생산(GRDP), 제조업 생산규모와 특화도, 수출현황 등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지형을 분석하고 주력 산업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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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 연구
연구책임자 신문봉

연구목적

▒▒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움직임에 따라, 각 국가는 노동 및 자본 집약적 경제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대안 강구
• 일련의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저해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시장진입의 지속적으로 방해
• 기업 등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지속적 규제 정책에 대한 개선 건의
▒▒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여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개선 집중 필요

• 추가 기술개발 단계, 시험·분석 단계, 인증·표준화 단계, 시제품 제작 단계 등
에서의 규제 발굴·개선 지원
▒▒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양적 감축이나 규제발굴 개선

뿐 아니라 규제비용총량제·규제영향분석 등 질적 규제개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 대응 필요

주관 부처

15. 연구개발 시작품 소유제도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16.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 의무 완화

미래창조과학부

17. 연구개발보고서 제출시한 현실화

미래창조과학부

18.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대상법률 확대

기획재정부

19.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실시유형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0. 연구개발서비스업 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명확화

미래창조과학부

21. 연구개발서비스업 간접비 비율 계상 기준 명확화

미래창조과학부

22.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우대기준 명확화

미래창조과학부

23.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감점기준 및 방법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24. 복수의 연구개발과제 동시 제재 처리기준 마련

미래창조과학부

25. 기술료 미납시 사업비 환수기준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26.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27.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명확화

미래창조과학부

28. 연구개발비와 정부출연금 구분 명확화

미래창조과학부

29. 대기업 정의 정비

미래창조과학부

30.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요건 개선

중소기업청

31. 연구목적의 의료정보 제3자 제공기준 명확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32. 유전자검사의 금지·제한조치 완화

보건복지부

▒▒ 온·오프라인 상시적 규제발굴 체계 구축
※ 옴부즈만(15인)·국민모니터링단(19인) 신규 위촉, 온라인창구 규제개선鼓(regulationfree.or.kr) 운영

• 9개 분야별 각 8명의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 및 1개 법률지원반 운영
※ 연구관리규정·기술지주회사·기술창업 등 9개 분야별 2∼3회 총 22회 작업반 회의 운영

연구내용

규제 발굴

▒▒ 총 294건의 후보과제를 선정하여 검토 연구 후 타당성·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32개 규제 발굴·개선 내용(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결)
추진과제
1. 과제해약시 참여연구진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발굴된 규제 구체화

2.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3. 참여제한 기간 산정 방식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4. 기술료 미납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완화

미래창조과학부

5. 기술료 의미 혼용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6. 기술실시 우선대상기업 범위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7.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8. 연구용 기자재 관세감면 품목대상 확정 기간 조정

기획재정부

9. 초소형자동차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10. 장비 구매 입찰 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이용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11. 소형무인기(초경량비행장치) 분류기준 재정립 검토

국토교통부

12.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 지정(무인항공기) 검토

국토교통부, 국방부

13. 용도외 사용 인건비 환수기준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14. 학생인건비 변경승인 의무 완화

미래창조과학부

규제 개선(안) 마련

부처 혐의 및 국과심 상정
미래부

옴부즈만
개선(안) 지원반

구체화 작업반

주관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구체화된 규제 분석, 연구

오
프
라
인

옴브즈만 참여(선택)
작업반 추천 및 작업반 참여(선택)

개선(안) 초안 작성

분석연구 작업반(9개)

활동보고서

발굴 규제 분석 연구

KISTEP 규제개혁센터
작업반 참여(선택)

의견 제출

온
라
인

모니터링단

모니터링단

보고서 및 기사

▒▒ 과학기술분야 규제비용 분석 수행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대비하여 ’15년 미래부 과학기술분야 기존규제 정비과제 중
규제비용분석이 가능한 규제의 파일럿 분석 실시
• 과학기술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보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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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범부처 과학기술규제 현황 분석

주요 연구실적

• ’98년도부터 규제등록제도를 도입·운영중이나, 미등록 규제, 규제등록 및 분류
오류 등으로 인한 과학기술 규제 실태 파악 미흡

14

• 이에 과학기술기본법 등 100여개 과학기술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을 전수조사하여 과학기술 규제 현황 조사·분석 수행

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신문봉

▒▒ 연구자의 행정부담비용 측정연구 수행

• 연구현장에서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창의적 성과 기대
어려움
• 공동관리규정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제를 파악하고 표준비용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현장의 행정비용을 측정하는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현장의 행정부담비용 현황 파악

시사점

연구목적

▒▒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선도형 국가R&D 제도개선 체계 구축

•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공동관리규정 개정 및 연구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R&D 서식 표준화 추진
•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구비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대학 연구 효율성
증진을 위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운영 및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경쟁형 사업
가이드라인 제도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정부출연(연)·특정(연)·비영리(연) 및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간접비 비율 산출

▒▒ 과학기술혁신 산업 분야 전주기 관점의 규제 발굴·개선에 기여

▒▒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으로 실무자 중심의 작업반 도입·운영

▒▒ 각 부처별 규제개선 부서 및 부처 산하 규제개선 업무를 진행하는 각 기관 등과의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의 과정 활성화 필요
▒▒ 규제비용편익분석,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대비 전담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질적 규제개혁 기반 구축에 기여

연구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연구비관리 체계 평가’
로 통합·운영,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수행관리 전반에 대해 예외를 인정 또는 별도 기준
마련, 기술료(로열티) 및 정부납부기술료를 각각 구분해서 적용, 사업비 환수금 절차 및
방법 명시 등
•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개선,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의 조정 등
▒▒ 국가R&D 서식표준화 추진

• 연구수행 단계별로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7종*의 표준서식으로 통일, 첨부서류도 9종**
으로 통일하되 사업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추가 가능
* 연구개발제안서,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표준협약서, 협약변경신청서, 최종보고서,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세부과제
협약서 등,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변경 사유 동의서(변경전) 협약변경 동의서(변경후), 연구개발비
변경현황

▒▒ 연구비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발간

•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 기준 명확화→ 외부인건비에서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정산 시 재학증명서 제출
• 외부인건비 집행기준 완화→ 원소속 기관에 문서로 인건비 지급 통보 후 집행한 경우 인정
• 외부 및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부정수급 방지→ 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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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주요 연구실적

• 연 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부당집행 기준 완화→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인정

15

• 회의비 부당집행기준 명확화→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기관의 내부직원 간
회의비 불인정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연구
연구책임자 신문봉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기획·운영

• 신규 신청기관 대상 현장점검* 실시, 현장점검 총평회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고시 등
* 인천대, 금오공대, 공주대, 세종대, 단국대, DGIST (6개 기관)

연구목적

▒▒ 경쟁형 사업 가이드라인 개선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등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평가로 현재 공통기준형에서 임무중심형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따른 지원 방안 제시
• (임무) 자율성 제고에 따라 공적 임무에 대한 책무성 중심의 평가 추진

• 경쟁형 R&D사업의 추진 기반 정착 및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선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연구자 친화적·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적합사업 구체화

全주기별 운영 모델 제시

제도 정착 기반 마련

연구분야, 필수 요건,
운영 모델, 경쟁에 대한
개념 재정립

사업공고에서부터
최종평가까지 각 단계별
운영 방향 제시

예산확보, 인센티브 마련,
법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

-- 13개 기관에 대한 임무중심형 평가 실시(9개 기관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및 4개 기관
중간컨설팅 평가)
• (공통) 고유임무에 따른 ’14년도 경영성과 점검 실시
-- 7개 기관에 대한 공통기준형 평가 실시 (’16년도 최종 실시 후 임무형 완전 전환)
< (기존) 공통기준형 평가제도와 (신규) 임무중심형 평가제도 >
공통기준형 평가

▒▒ 간접비 정률지급 예외기준 설정

• 간접비 예외기준 대상 적용사업 개선 및 사업별 간접비 지급기준(안) 마련
▒▒ 비영리법인에 대한 ’16~ ’17년(2년) 적용 간접비 비율 산출

경영평가

•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

경영평가

⇢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절대적 방식의 평가 수행
•기관 운영의 자율성 제고에 따라 책임성 중심의
평가 추진
•기관장 임기에 따른 임기 주기 평가제도

종합평가

성과 계획

⇢ 중간 컨설팅 ⇢

종합평가

※ 공통기준형 평가는 ’16년도 최종 실시 후 임무중심형으로 완전 전환 예정

-- 총 60개 대상기관(정부출연(연) 28, 특정(연) 11, 전문생산기술(연) 14, 기타 7)
• 대학 분야

▒▒ 기관 운영의 자율성 제고에 따른 고유임무 책임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한

-- ’15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참여한 172개 대학 중 169개 대학에 대해
산출(3개 대학은 원가계산 미신청)

시사점

임무중심형 평가

•기관 공통의 평가체제를 통하여 상대적 방식의
평가수행
•기관 운영의 효율성 강화에 초점
•3주 주기 평가제도

절대적 방식의 평가제도(’14년 도입)
• 기관장 임기에 따라 임기 초 경영성과계획서 확정, 임기 중 중간컨설팅 평가, 임기 말
종합평가 및 환류의 절차로 추진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편의성,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필요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국가R&D서식 간소화
필요하고 과도한 서류제출 지양
• 부처별 또는 전문기관별 연구비 집행기준 통일을 통해 연구현장 혼란방지 필요

연구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실시

• ’15년도 공통기준형 평가(경영성과평가) 실시
-- 직할 7개 출연연구기관의 ’14년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기관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방향 제시
※ 대상기관(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 원자력의학원, 한국뇌연구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15년도 임무중심형 평가(경영성과계획서 확정·제출) 실시
-- 직할 9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임기 중의 경영성과계약서 확정·제출
※ 대상기관(9개): 기초과학연구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타 기관장 중도 교체시 6개월 내 추가 실시)
2015 연차보고서

49
48

추진 연구과제

• ’15년도 임무중심형 평가(중간컨설팅 평가) 실시

주요 연구실적

-- 직할 4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및 컨설팅 제안
※ 대상기관(4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고등과학원,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16

▒▒ 원자력안전위원회 직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대한 기관평가 실시

연구책임자 김윤종

• 신임 기관장 부임에 따라 ’15년도 임무중심형 평가로 전환(경영성과계획서 확정
및 제출)
▒▒ 연구성과의 국가적 환류체계 강화와 글로벌 수월성을 추구하는 질적지표

체계로의 전환 등 ’16년도 기관평가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세부 평가계획 수립

연구목적

▒▒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및 직원 능률성과급, 예산 등에 연계 강화 필요

• 기관장 경영성과급 최고-최저 등급 간 275% 차등, 직원 능률성과급, 예산 배분
(최대 15% 차등)에 연계
• 두 번 연속으로 최하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임무 조정(기능과 역할 재편
검토)의 패널티와 우수성과 기관 및 공로자에게는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 부여

▒▒ 정부R&D를 First-Mover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R&D 혁신방안」의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조속히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연구 수행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6차례 R&D 개선대책을 수립했으나 연구현장에서의 효과가
미흡한 상황

• 전문성 중심의 평가위원 위촉, 책임평가위원제 및 병행평가제, 멘토제 도입,
연구현장 방문 및 주요 성과물 확인, 연구자 심층 면담 실시, 끝장 토론 방식의
평가위원 간 종합토론제 실시 등

시사점

R&D 혁신방안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

• 새로운 정책 수립보다는 기 수립된 정책이 연구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도 필요

연구내용

▒▒ 정부R&D 혁신방안 주요 내용 (’15. 5 재정전략회의 보고)

• 정부·민간 / 산·학·연간 중복 해소
-- 정부는 민간이 하기 힘든 장기, 기초·원천연구 및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 사업 공고시 기초·원천·상용화 연구별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하여 산·학·연
역할 차별화
-- 출연(연)의 미션을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미래선도형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 애로 해결로 설정
• 정부R&D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
-- 전자통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
*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 교수 및 대학지원사업 평가 시 산학협력실적 반영 강화
• R&D 기획·관리체계 혁신
-- 중장기 R&D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투자
--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 상용화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하여
현장수요 반영 및 창의적 연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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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정부R&D 혁신의 기본방향 >

주요 연구실적

R&D
지원체계
R&D
생태계

기초

응용

개발

1. ‘과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로 혁신 2. ‘공급자’  ‘수요자’ 중심 응용개발연구로 혁신

17

3. ‘과제’ 경쟁  ‘성과창출경쟁’ 으로 산·학·연 혁신
대학
신기술창업과 풀뿌리기기초
연구 활성화

출연(연)
고유임무와
중소·중견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지원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관리
시스템

4. ‘양’  ‘질’ 중심의 정성평가체계로 혁신 5. ‘단편적’  ‘전략에 따른 체계적’ 투자로 혁신
6. ‘국내’  ‘국제적 R&D협력’ 개방형 전략으로 혁신

거버넌스
개편

7. ‘부처별 R&D’  ‘정부R&D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연구책임자 최동혁

연구목적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14년도 추진실적 및 ’15년도 시행계획

(안)을 도출(’15. 3 국과심 운영위)
•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제7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3년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 정부R&D 혁신방안 추진현황 점검 주요 내용 (’15.12 국과위 운영위 상정)

• 정부R&D 중 대학·출연(연)의 상용화 비중 축소*, 대기업 직접지원 축소** 등을
통해 정부·민간의 중복투자 방지

• 성공적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의 참여 적극 유도 필요

* 상용화 연구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수행(82개 사업 520억원/ ’16년 R&D 예산안)

--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근거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필요

** 37개 사업 조정 → 445억원 절감(’16년 R&D 예산안)

• 전자통신연구원 등 6개 기관에 프라운호퍼 방식의 출연금 배분 체계 도입
※ 출연(연) 민간수탁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편성(’16년 R&D 예산안 264억원)

• 「중장기 R&D 투자 전략」 수립(’15.12) 및 신속한 R&D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추진(정책연구 및 기재부 협의 추진)
• 연구수행·관리 서식 표준화(’15.6), 목표달성 또는 불가시 조기 종료 허용
제도화(’15.8) 등 연구관리 간소화
※ 부처별 평균 50종 → 7종으로 축소

시사점

▒▒ ‘정부R&D 혁신방안’의 현장 정착을 위해 R&D 주체(산·학·연 전문가), 관계 기관

연구내용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4년도 추진실적 및 ’15년도 시행계획 수립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도모하고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정책-예산-평가
간의 선순환 체계 강화 추진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목적으로 실적점검과 시행계획 수립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 개정(’14.11)된 이후 처음으로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 동시 추진
• 과학기술기본계획 실적점검의 수준 심화

(출연(연), 전문기관 등) 대상 현장소통 강화 필요

-- 각 부처에 통보된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통해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14년도 시행계획 상 목표 달성 여부 자체 진단 유도

• 혁신방안 수립 과정에서 R&D 주체와 관계기관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해소하고 착근 과정에서 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

-- 기본계획의 주요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이행 여부에
대한 분석 실시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의 중간 지점인 3차년도(’15)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사회 및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롤링플랜(Rolling Plan) 관점에서 시행계획
수립
-- 각 부처의 ’14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 진단결과와 ’15년도 시행계획 초안에 대해 검토
의견 제시
-- 각 부처가 ’15년도 시행계획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
-- 수립된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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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실적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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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고
필수

18

• 과학기술 분야 정책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개별 부처의 이해도 제고 및 참여 확대 필요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 및 점검을 통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지방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분석
연구책임자 김성진

연구목적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살려 기존에 추진실적 점검 결과가
시행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관련 체계의 지속적 보완 필요

▒▒ 제4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13∼’17)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추진상황 모니터링

• 제4차 종합계획 8대 중점추진과제별로 광역지자체의 ’14년도 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15년 추진 계획을 종합한 ’15년도 시행계획 수립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수립추진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지역혁신 정책동향,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기능 심화를 위해 정책조정전문(위) 등
국과심 전문위의 보다 활발한 참여와 협업 필요

지방과학기술연감, 지역 R&D 실태조사 등 지방 R&D 조사자료 구축
※ 동 과제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와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근거하여 추진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정책-예산-

평가 간 선순환 체계 강화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정책적 목표 및 수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궁극적으로 정책-예산평가 간의 선순환 체계 강화 필요

연구내용

▒▒ ’14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실적 점검 및 ’15년도 시행계획 수립

• 추진실적 점검(시행계획 수립) 대상 항목
-- 8대 중점추진과제별로 광역지자체의 당해년도 투자계획 및 전년도 투자실적
-- 광역지자체의 중점전략분야 주요 사업의 당해년도 성과목표 및 전년도 성과
-- 전년도 광역지자체 자체 R&D 관리체계 우수사례
-- 전년도 광역지자체의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공사례
• 추진절차
<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절차 >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미래부(KISTEP)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제출

•지방자치단체 → 미래부(KISTEP)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안) 마련

•미래부(KISTEP)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안) 실무협의

•미래부(KISTEP) ↔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안) 심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심의 결과 통보

•미래부(KISTEP) → 지방자치단체

▒▒ 주요국의 지역혁신정책동향

• EU는 지역발전수준, 스마트전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지원
• 독일·미국은 지역 혁신 주체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혁신주체들간의 연계 유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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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15년 지방과학기술연감

주요 연구실적

• 17개 광역시도의 ’15년도의 과학기술관련 통계, 광역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동향 수록

19

-- 인구 및 산업, 과학기술혁신역량관련 주요 지표별 17개 광역시·도 통계 현황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6~’20)

< 지방 과학기술혁신역량 관련 주요 지표>
구분

주요 지표

연구 및 산업

인구, 지역총 생산, 산업별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산업단지 및 벤처기업수

국가통계포털(통계청)
한국산업단지통계, 벤처인 등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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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연구개발조직수, 기술개발거점현황
과학기술
하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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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특허출원 및 등록 SCI 논문

연구책임자 이정재

출처

연구목적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연구재단내부자료 등

• 향후 5년간 과학기술인재 육성·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인력 경쟁력 제고
•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의 중장기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력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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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지방 R&D 실태조사 –지역의 주요 혁신거점 현황

• 지역 혁신거점들의 거버넌스 체계, 예산 구조, 주요 기능에 대한 조사

정책현안 등을 고려한 제3차 기본계획(’16~’20) 수립
※ 법적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4조

특허청, 과학기술논문(SCI), 분석
연구(미래부)

-- 해당 광역시·도 테크노파크, 지방과학연구단지 등 관계자 자문을 통해 17개
광역지자체별 과학기술진흥관련 ’14년 중점 추진방향

▒▒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이 종료됨에 따라 국내·외 환경변화,

• 높은 청년 실업률, 글로벌 핵심인재 유치 심화 등의 주요 과기인재정책 현안 해결에 중점

연구내용

▒▒ 정책환경 변화 및 현황 진단

• (환경변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및 융복합화의 가속화,
글로벌화에 따른 인재확보 경쟁 심화, 인력 다양성 증가, 통일에 대한 대비 필요성 확대 등

-- 부처별 복잡한 거버넌스 체계와 불투명한 예산 지원구조 등이 나타났으며,
혁신 거점 간 연계 및 협력 필요

• (현황진단)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글로벌 수준 대학과의 격차
여전, 재직자의 전문성 개발 및 활용기회 부족, 낮은 수학·과학 흥미도, 외국인에
배타적인 사회·문화 환경 등

•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혁신거점들 간의 상호 연계 및 협력 방향을 향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과학기술역량 확충을 위해 시급히 대책이 필요한 문제 해결 중심 전략을 토대로,
시의성 있는 중장기 정책 청사진 제시 필요
▒▒ 제3차 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시사점

▒▒ 지역의 혁신역량에 맞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 수립 필요

• 중앙부처 지역사업에 맞추어 지역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역량에
따른 지자체 중심 전략 수립 필요

비전

글로벌 시대, 도전하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인재 성장·지원 체계 구축
과학기술인재·40만명 확대 (’15년 180만명 → ’20년 220만명)
•과학기술 핵심역랑을 갖추고 과학기술분야에서 활동하는자

• 미국 혁신클러스터 정책인 클러스터 계획(Cluster Initiative)의 일환으로 도입된
혁신바우처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과기분야
일자리
미충원률


▒▒ 지역 혁신 거점과 기업 간 연계, 지역 혁신 주체의 자율성을 정책의 중요 지향점으로

설정
• EU, 독일, 미국처럼 대학, 연구소 등 공공부문의 기술이전을 위한 지원과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 필요
• 미국 연구소 혁신바우처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지역 혁신 주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거버넌스 개편 고려 필요
• 혁신바우처 제도의 핵심인 활발한 지식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 유사사업에서
매칭프로세스 강화 필요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부합도

단위:%

성과
목표

9.5

단위:위

53
5.0

’14

이공계박사
자기개발
만족도

’20

’14

35

32.5

’20

’14

수학·과학
학습 즐거움
지수

단위:%

단위:위

50

30

과학에 대한
이해도

단위:명

단위:점

65,000
40,115

41

’20

해외우수인재
유치·활용
규모

’14

’20
수학
15

26

’14

’20
과학

’14

50
39.2

’20

’14

’20
성인

30

’14

40

’20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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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추진 전력 >

주요 연구실적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인재의
취업·창업 역량 강화

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활동기반 확대

2

3

Challenge

Challenge

전공·융합

지속교육

1
Challenge

4
Challenge

창의·소망

5

과학기술 잠재인력
활용 극대화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연구책임자 심정민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인재
성장·지원

도전·창업

20

Challenge

미래인재의
창의적 역량 제고

공헌·기여

연구목적

▒▒ ’14년 4월 발표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통해 공과대학을 창조경제의 전진기지화로 변화 유도

• 안건 상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후속 과제 추진을 통한 공과대학의 변화 유도
• 공과대학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율화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안건 내의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문화·인프라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 구축

-- 공대 전체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홍보 강화
▒▒ 제3차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전략 1] 과학기술인재의 취업·창업 역량 강화
•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한 취업 역량 강화 및 기술창업친화형 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구인·구직난 해소와 과학기술인재의 도전정신 및 창업역량 제고
[전략 2]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 이공계 교육의 현장수요지향성 제고 및 이공계 대학의 연구역량 고도화를 통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과학기술인재 양성
[전략 3] 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활동기반 확대
•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전문·융합 역량 제고 및 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활동기반 확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 및 활용기회 극대화
[전략 4] 미래인재의 창의적 역량 제고
• 청소년의 수학·과학 흥미제고, 진로교육 강화 및 미래사회를 견인할 이공계
핵심인재 발굴 및 양성을 통해 미래핵심과학기술인재 양성
[전략 5] 과학기술 잠재인력 활용 극대화
• 해외 우수인재의 전략적 유치와 활용 강화 및 여성·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잠재력 활용 강화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비
[문화·인프라]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 구축
• 대중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과학기술인력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정책지원 기능 강화

시사점

연구내용

▒▒ 공과대학 혁신 1주년 평가 및 진단

• (재정사업 평가) SCI 논문 성과와 실용적·질적 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주요
공과대학 재정사업의 평가지표 개선
※ BK21플러스(교육부), 기초·원천 및 ICT연구(미래부), 산업기술개발(산업부)
※ 공대 혁신방안 추진실적을 지표화하여 재정지원사업 평가와 연계(’15.4 시범사업 적용)

• (교수평가) 산업체 경력교원 채용 증가* 및 교수업적평가 중 산학협력 교원 평가트랙
도입** 등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변화 노력 확산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대학정보공시): (’12) 0.102명 → (’14) 0.121명
** 주요 15개 대학 조사결과(’15.4) 중앙대, 제주대, 한국과학기술교육대학교 등은 공과대학 혁신방안 수립
후 교원인사평가제도에 산학협력 트랙 신규 개설

• (전공·융합교육) 각 부처 사업을 통해 학제간 융합교육 활성화
※ 특성화사업 융 복합사업 내 융·복합사업단 선정(’14년 230개), 대학 ITRC·ICT융합센터(’14년 5개) 등
학제 간 융합교육 지원 강화, SW특성화대학(’14년 4개)을 통한 SW전공교육 강화

• (현장실무역량) 현장실습 이수학생 및 참여기업 확대
※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 시범실시(’15.1), 대학 현장실습 지원센터 확대(’13년 80개→’14년 86개 대학),
지역 중소·중견기업 산업인턴 지원사업(’15년 300명) 신규 착수

• (실용화 기반) 산업체 수주 연구비 증가* 등 산학협력 기반 개선
* 총 연구비 중 산업체 연구비 수주비율(정보공시): (’11) 11.9%→(’13) 12.2%
※ 공대 R&D 지원 시 기술성숙도(TRL) 설정(’14.6) 및 ‘인재양성형 산학협력사업’ 콘소시움 선정·지원(’14년 7개)

• (기술 사업화) 유망기술정보·수요기업 연계시스템 구축 및 기술사업화 우수대학 집중
육성 등 기술사업화 촉진
※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 정보와 수요기업 연계 시스템 구축(미래기술마당, ’14.2~), LINC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우수대학(’14년 5개교) 집중 육성

▒▒ 단기 현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미래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인재정책 청사진 제시
• 기업과 대학간 숙련·정보의 불일치 해소, 체계적인 기술창업교육 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심으로 전략 수립
• 과학기술인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쌓아 진취적으로 도전하여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토대 마련

▒▒ 공과대학 혁신방안 홍보

• 대학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홍보 책자 마련, 이해관계자 간담회, 홍보 기사 등
현장밀착형 홍보 실시
--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 성과 및 15개 국내 대학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150여개
공과대학에 배포 및 우수모델 확산
2015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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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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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기술의 현주소 분석을
통한 투자효율성 개선연구
연구책임자 박노언

▒▒ 공과대학 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 도출

• 공과대학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모델 발굴·확산*

연구목적

※ 원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현주소 분석을 통한 투자효율성 개선연구 - 신재생, 원자력·핵융합,
온실가스처리기술을 중심으로
▒▒ 지구온난화 가속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

* 과기특성화대(KAIST, GIST, UNIST, DGIST)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일반공과대학으로 확산

•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 평균기온과 해수면은 상승 추세이며,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인류의 생존과 생명 위협

--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강화, 창업 맞춤형 융합교육과정 설계 강화 등 추진

※ 지난 133년(1880-2012) 간 지구평균기온 0.85℃(0.65-1.06) 상승, 지난 112년(1901-2010) 간
해수면 0.19m 상승(환경부, ’14.6)

• ‘고용없는 성장’에 따른 청년취업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대發 기술창업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대학內 분산된 창업지원 조직 및 사업 일원화, 대학 적립금의 일부를
공과대학의 창업 자금으로 조성·활용,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교육역량 강화 등

•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新기후체제 출범

▒▒ Post-2020 新기후체제 대응 및 기후 新시장 선점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냉철한

비판과 분석을 통한 전략적 R&D 투자 필요

시사점

▒▒ 공과대학혁신과 관련하여 지속적 추진을 점검하는 한편, 신규과제 도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공과대학을 산학협력 기지 및 일자리 창출의 기지로써
확립

• R&D시스템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분야 정책-기술개발-상용화·보급 측면에서의
투자효율성 개선과제 도출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R&D 투자효율성 제고

목적

(정책 - 기술개발 - 상용화·보급 간 연계 강화)

▒▒ 창조경제 시대의 공과대학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고등교육정책 및

과학기술인력정책 수립에 기여

연구
내용

정책

기술개발

상용화·보급

투자, 정책이행점검

논문/특허

산업생태계

•(Policy / Project) R&D 투자포트폴리오 분석 및 CCS 정책이행점검(사례연구)
•(Paper / Patent)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Global Status 분석
•(Industry)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산업생태계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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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실적

추진 연구과제

연구내용

▒▒ (정책적 측면) 종합적·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R&D 전략이 부재하며, 다수

부처·사업에 분산 추진 중
• (기술분류체계 정비) 망라성, 상호배타성 및 정합성 측면에서 ’08년도에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 기술분류체계 개선

22

• (R&D 투자포트폴리오 분석)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규모는 감소 추세이며,
다수 부처·사업에 분산 추진 중

다부처사업 추진, 운영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김은정

• (CCS 정책이행점검)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10.7)」에서 제시된 정책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
▒▒ (기술개발 측면) 온실가스 저감 분야의 SCI논문 및 특허성과는 중국이 이미 한국

연구목적

▒▒ 지속적인 R&D 예산 확대 및 R&D수행기관 수 증가에 따른 부처간 산발적·경쟁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다부처사업 기획·추진 중

추월

• 다부처사업 내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다부처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핵융합, CCS, Non-CO2 등 온실가스 저감 분야의 SCI
논문 게재건수는 증가 추세

• 다부처사업 기획 후, 사업수행 단계에서 필요한 부처간 협력 및 조정이 미비하여
다부처사업의 추진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136개국에서 온실가스 저감 분야에 SCI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의
양적건수 국가순위는 세계 3위(중국이 세계 1위)인 반면 SCI논문 게재건수
대비 피인용건수 비중은 중국보다 낮음



-- 온실가스 저감 분야의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밀도는 증가한 반면, 한국은 감소
추세

▒▒ 다부처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으로부터 사업추진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 온실가스 저감 분야의 특허경쟁력지수는 미국이 가장 높으며, 한국은 중국보다
낮음

• 다부처사업의 기획, 예산확보, 집행 및 운영·관리 등 추진 전단계에 걸쳐 필요한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다부처사업 운영체계 제시

▒▒ (상용화·보급 측면) 정부·민간R&D 예산규모 부족, R&D사업 추진의 체계성

미흡, 산업체의 연구역량 미흡, 법·제도 미흡 등이 기후변화 대응 분야
산업생태계 활성화의 주요 저해요인

연구내용

▒▒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 다부처사업 추진사례 분석을 통해 다부처사업 개선방향

도출
• 미국은 대통령 직속 NSTC(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OSTP(과학기술정책실) 주도로
다부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이견 조정 및 협력 유도

시사점

▒▒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R&D시스템 간 연계강화를 위해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 및

체계적 관리 필요
•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R&D 전략 수립과 정책이행점검 수행
▒▒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번영하는 통합적 공동체로의 발전기회를 형성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의 전략적 추진 필요
• 기술협력 대상국가의 다변화 및 전략적 추진이 요구되며, 북한의 에너지
조림산업 및 전력 보급 등도 국제탄소시장 활용 측면에서 고려 필요


• 독일은 ’06년 발표된 최초의 범부처 과학기술혁신정책인 첨단기술전략의 계승발전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 추진상의 실효성 강화
• 영국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Cross-Council Programmes을
통해 다학제, 다부처 사업 추진
• 일본은 종합과학이노베이션회의의 과학기술혁신정책사령탑 기능을 강화·개편하고
직접 예산배분, 평가를 수행하는 다부처사업 출범
▒▒ 한국은 ’10년부터 부처 주도, 사회문제해결형·다부처공동기획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으나, 부처간 협력 및 성과 시너지 창출 어려움

▒▒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장기적·안정적 예산

투자 필요
•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산업체 연구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필요

• 다부처사업 공동 기획 이후부터는 개별부처로 나누어서 각각 집행·운영되고 있어
체계적 추진이 어렵고, 예산요구 시 부처간 협력·조정 과정 전무
• 국과심 내 다부처특위에서 다부처사업 추진이 확정되어도 예산확보는 개별부처의
몫으로 남아 전략적 예산확보 불가
• 다부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평가결과의 예산배분 환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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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부처사업의 기획, 예산배분·조정, 집행, 평가단계별

주요 연구실적

이슈와 개선방안 도출
• (기획단계) 기획단계부터 분야별 국과심 전문위를 통한 유사·중복의 지속 점검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23

• (예산단계) 국과심 범부처 과학기술종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부처별 지출한도
외에 다부처사업 전용 예산 별도 확보

중소기업 R&D 투자 효율성에 관한
실증 연구
연구책임자 강문상

• (집행단계) 다부처사업의 유형·성격에 맞게 총괄기획·조정기구의 설치 의무
및 역할과 기능의 강화
• (평가단계) 다부처사업 고유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다부처사업 총괄평가 및
결과의 예산배분 환류 실시

연구목적

▒▒ 중소기업 참여과제의 효과성 분석으로 중소기업 R&D의 효율화를 위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와 방향 제시
•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통한 성과향상 검증

▒▒ 이상의 내용을 반영한 다부처사업 기획, 예산확보, 집행, 운영·관리상의 점검

-- 한국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사업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R&D 참여 효과 추정

가이드라인 제시

※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인증, 육성 대상 320개 기업

• 미시적 차원의 생산성과 거시적 차원의 파급효과 추정

시사점

-- 중소기업이 9년간(’02~’10) 참여한 R&D 과제참여를 통한 생산성분석·파급효과
분석 추정

▒▒ 사업의 기획, 예산확보, 집행, 운영·관리 등 전 단계에서 부처간 협력 및

※ 9년간(’02~’10) 중소기업이 수행한 57,220개 과제 중 31,777개, 과제를 대상으로 생산성과 파급효과
분석

총괄조정 불가능한 현재 다부처사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 성과분석 프레임 >

• 다부처사업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국과심이 직접 사업추진의 전 단계를
운영·점검하는 체계 필요

기업
중심

R&D참여효과분석

▒▒ 여러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부처사업의 추진 전 단계를 심층분석하여

산출
중심

성과요인분석

문제점·이슈를 도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각 단계별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

생산성 추정

경제
중심
파급효과 추정

연구내용

•히든챔피언 인증·육성 대상기업
•참여기업(211), 미참여 기업(109)
•매출액, 순이익

•사업자식별이 가능한 31,777개 과제
•카운트회귀분석, 헥크만 검정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320)

57,220

31,777

•기업 과제에 관한 패널자료 구성
•961개 기업에 관한 3년간(08~10)의 자료 선정
•콥-더글러스 모형

961

730

•산업연관관계를 이용한 파급효과 추정

단기

장기

▒▒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성장 간의 관계 분석

• 중소기업은 국가R&D 참여로 성장(매출액, 순이익)에 긍정적 효과
-- 매출액(연평균5.55%p)과 순이익(연평균 4.75%p)의 제고
▒▒ 중소기업의 과학기술적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 중소기업의 과학기술적 성과*는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과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있음
* 과학기술적 성과: 논문수, 특허수, 기술료, 사업화 건수

-- (공통요인) 정부연구비 규모,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비율
-- (부분요인)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증가율, 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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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파급효과 분석

주요 연구실적

• 정부R&D 지원금은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생산성 제고 효과에 차이 발생
--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큰 경우에만 정부R&D의 생산성 제고

24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R&D 투자는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유발 등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

과학기술인력양성
정부연구개발사업 구조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김홍영

시사점

▒▒ 국가R&D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국가경제의 파급효과 실증

연구목적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국가R&D의 참여가 순이익과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
제시
• 단,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R&D 투자는 매출액 규모에 의한 생산성에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따른 대상기업의 구분 필요

연구내용

▒▒ 정부연구개발사업 주요 R&D 중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의 다각적 분석을 통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및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제시

▒▒ 과학기술인력양성 개념과 사업유형에 관한 논의 검토

• 국내·외 법령, 계획,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인력양성의 개념 및 정의를 살펴보고,
과학기술 인력양성사업의 유형분류 기준 설정
▒▒ 과학기술인력양성 R&D관련 정책 현황 검토

• 범부처 대상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과학기술인력양성 계획 분석
-- 중장기계획 120개 중 98개 계획에서 인력양성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인력양성 특화계획은 총 4개이고, 나머지는 기술·산업별로 특화된 인력양성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
• 주요국가의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현황
-- 주요국가의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은 기관지원 중심적이며 잠재인력과 소외된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 및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
▒▒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추진현황 분석

• 과학기술인력양성 R&D 투자현황 분석
--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미래부에서 예산배분·조정하고 있는 주요 R&D사업에서
인력양성관련 사업을 내역사업단위에서 조사·분석
-- 14개부처에서 59개의 세부사업, 103개 내역사업으로 인력양성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지원유형별 R&D투자현황은 예산기준으로 R&D유형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고, 여성·지역·해외유입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
•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의 사업구조 검토
< 과학기술인력양성 사업 예산 프로그램 수(’16년도 예산기준)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10

16

28

40

59

103

--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은 부문, 프로그램 단위에서 인력양성 관련 유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예산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에서도 사업명으로
인력양성사업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사업명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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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과학기술인력양성 효율성 분석

주요 연구실적

• 16개의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투입관점에서의 DEA/WINDOW 분석기법으로
효율성 분석

25

• R&D유형 11개, HRD유형 5개 사업 중에서 전반적으로 R&D유형의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R&D유형중에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투입관점에서 효율성 제고 필요
• DEA분석은 동일 DMU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프론티어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므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조정을 통하여
효율성 개선을 위한 조치 필요

시사점

성장동력 정책과 R&D사업 분석을 통한
투자전략 연구 - ICT 분야
연구책임자 김석필

연구목적

▒▒ 성장동력 육성은 기존 주력산업 성장 한계의 극복, 미래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기술, 제품, 서비스 사업의 발굴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핵심
정책
• 5년마다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매번 신규로 기획되어 지속성·일관성
부재 및 성과 관리 미흡 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필요

▒▒ 과학기술인력양성 컨트롤 타워를 통하여 과학기술인력양성 중장기계획 조사·

분석 및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계획과 연계된 과학기술인력양성 예산
(사업)으로 구성 필요

• 과거 성장동력 육성사업의 정책적 목표에 따른 R&D 지원에 의한 파급효과 및 지원 성과
분석을 통하여 향후 성장동력 육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정책적 시사점과
지원 방향성 제시

▒▒ 과학기술인력양성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목적 및 내용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정책목표와 성과목표가 연계되는 예산체계 단순화와 범부처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과학기술인력양성분야 프로그램을 신설로 인력양성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09~’13년에 추진된 ‘17대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 중 ICT관련 4대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 LED응용, 방송통신융합, IT융합, 콘텐츠·SW

▒▒ 非R&D성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은 일반재정사업으로 구조 개선하고, 주요 R&D와

< 연구의 핵심 질문 및 추진체계 >

일반 R&D 구분예산제도를 통합 배분·조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력양성
예산배분·조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과학기술인력양성유형별 투자가 차별화될 수
있는 투자 효율화 필요

◎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은 실효성 있는 파급효과가 있었는가?
◎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의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 배분이 이루어졌는가?


ICT분야 성장동력 관련 R&D사업 지원 기업의
성과창출 효과 분석



성장동력 정책과 관련 R&D사업 목적·목표
부합성 검토·분석



연구내용

 -1

성장동력 정책 관련 R&D사업 구조 개선점 도출

 -2

향후 성장동력 정책 관련 R&D사업 투자 전략방향 제언

▒▒ 성장동력 육성 지원을 통해 산업 및 시장에서 창출된 실질적 성과 및 파급효과분석을 위해

정부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특허를 분석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사업 확장 조사 결과
• ICT관련 4개 분야 지원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는 지원 시기를 전후하여 지속적
증가세 유지
-- LED응용 및 콘텐츠·SW분야는 지원시기에 출원 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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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출원 특허의 기술 분야별 다각화 현상이 지원시기에 급증

주요 연구실적

--특허 IPC분류 특성 분석한 결과, 단일 기술 특허에서 복수 기술 특허로의
분화 증가

26

장기계속사업 관리방안 효율화 연구

-- 특히 이종 기술의 복수 IPC분류를 갖는 특허 출원이 지원시기 이후로
급증하는 경향
연구책임자 김용정·박한길
▒▒ 성장동력육성 정책에서 제시하는 국가중점육성기술, 미래 유망산업 등의 확보·

창출을 위한 R&D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따른 투자가 당초의 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의 R&D 지원 실적은 총액 기준의 실적 자료만 존재하며
기술 분야별 자료는 부재한 상황으로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의 스타브랜드,
전략품목을 기준으로 R&D과제 단위에서의 투자 실적 조사 분석

연구목적

▒▒ 사업구조개편, 제도정비 등 큰 틀에서 장기 계속지출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효율화 방안 제시

-- 기술지도를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를 신성장동력 R&D 투자계획 대비 당초
분야별 추정치를 웃도는 투자 수치 확인

• R&D 투자의 외연적 확대와 함께 내실화를 위한 R&D 효율화 방안이 다방면으로
수립되어 추진

-- 신성장동력 분야 R&D 투자규모 확대는 신규 사업 추진보다 기존 R&D사업
내에서 신규과제 추진을 통해 진행된 것 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분야는 사업 종료년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계속지출 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효율화 노력이 반감되는
구조
※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지출 사업이 80% 상회

시사점

• 현재까지도 장기 계속지출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시행되고 있는 검토제도의 실효성 및 제도 간 연계도 미흡한 상황

▒▒ 신성장동력육성 사업의 기업 R&D 지원 성과 및 파급효과의 분석으로부터

특허출원 건수 증가와 같은 정량적 단순 성과 이외에 특허 출원 기술 분야의 확장 등
기술적 다양성 증가 뚜렷이 확인
• 분야 선정 후 해당 R&D과제에 기업을 참여시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영역
확대 또는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의 창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연구내용

일몰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 도출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당초 계획한 규모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

▒▒ 일몰제도 도입방안, 일몰형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평가제도 등 장기계속사업의

• 분야별로 상세 제시된 기술전략지도, 스타브랜드, 전략품목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제시로 개별 R&D사업 단위에서의 자발적 과제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추정

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추격형 기술개발 시 유효한 방식
• ‘17대신성장동력육성’, ‘19대미래성장동력육성’사업은 기존 사업에 비하여 다소
명확하지 않고 느슨한 관리 체계를 갖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은 기술, 산업, 국제 정세 등 주변 환경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추진 방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 필요

등을 통해 이들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슈 및 쟁점 도출
▒▒ 해외 R&D프로그램의 일몰 관련 사례조사, 한국의 R&D사업 평가제도 조사를 통해

▒▒ 성장동력육성 사업의 당초 목표 수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 기존의 성장동력육성 사업은 명확한 추진체계 및 체계적 관리를 중심으로

▒▒ 장기계속사업의 개념 제시, 유형 분류기준 마련, 추진특성 분석, 사업구조변화 분석

효율적인 관리 및 구조조정 방안 제안

시사점

▒▒ 일몰제 도입(안)

• 목적형 기술개발, 목적형 연구환경조성과 관련된 모든 계속지출 사업은 일몰년도를
설정하여 일몰형 사업구조로 전면 개편 추진
※ 일몰년도부터는 신규과제 지원을 중단하되, 일몰 시점의 계속과제는 중단 없이 지원(→ 단계적으로
계속지출 사업을 Fade-out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임)

• 순수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역량제고 프로그램, 시설장비운영, 정책ㆍ관리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은 사업기한 설정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계속지원형’ 유지

▒▒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상세 기획을 통해 R&D 대상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전문적인 R&D 추진 주체가 이를 바탕으로 과제를 기획 및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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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주요 연구실적

▒▒ 일몰연장 평가제도(안)

• 평가목적 및 대상사업
-- (목적) ① 사업목표가 불명확하거나 목표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장기
계속지출 사업에 대해 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한 명확한 사업목표를
제시토록 함, ② 기존 성과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예산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일몰여부 및 사업연장 기간 제시

27

2016년 정부R&D 예산 배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황지호

-- (대상) 일몰제 도입을 통해 ‘일몰형 사업’으로 분류된 주요 및 일반R&D
사업으로서 부처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업
※ 일몰제 도입 이전부터 일몰형 사업으로 결정되었거나, 예산 배분·조정이후 여건변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사업통폐합 등)로 검토 실익이 없는 사업 제외
※ 사업수행부처에서 해당사업에 제시된 일몰 시점을 인정하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연구목적

※ 사업 부처에서 사업구조개편 또는 사업목표의 대대적 수정 등으로 기존 계속사업의
의미가 퇴색하였을 경우, 일몰 연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사업 검토
프로세스에 준해 검토

▒▒ 정부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을 통한 투자 성과 및 효율성 극대화

• 정부R&D 투자의 확대로 인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최근 10년간(’06∼’15) 연평균 9.1% 증가

•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의 조기 가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사항 상존

• (평가방식 1안) 일몰 연장 평가제도를 신설하여 평가체계 일원화
-- 일몰제 도입에 의해 일몰시한이 정해진 목적형 장기 계속 지출사업의
일몰 여부 및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일몰 연장 평가제도’
를 새롭게 도입
※ 일몰형 사업의 검토 일관성을 위하여 일몰형 사업으로 분류된 주요 및 일반R&D 중
평가 대상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일괄 선정
※ 평가방식은 평가결과의 파급력이 크고, 책임성이 담보되어야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전문가(project manager) 평가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

• (평가방식 2안) 적적성재검토제도(기존) 및 일몰 연장 평가제도(신규)로
이원화
--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목적형 대형·장기 계속 지출사업에
한해 기존의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제도 활용
--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미만의 사업들은 1안에서 제시한 별도의
일몰연장 평가제도를 통해 일몰 여부 및 사업기간 연장 여부 결정

1안

▒▒ 정부R&D 예산 배분·조정 지원

• 예산심의 지원을 위한 ’15년도 R&D사업 상시심층 분석(2~7월)
-- 기술·정책 분야별(6개 전문위원회) R&D 현황 및 주요 쟁점 분석, R&D 부처
중기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평가결과 분석 등을 통한 ’16년도 심의대상사업 심층
검토
• ’16년도 R&D 예산 부처 합동 사업설명회 개최(5.26~5.29, The-K 서울호텔)
※ (설명 대상 및 방식) 총 195개 핵심사업 및 출연(연)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전문위/소관부처 간 기술·
정책군별, 쟁점별 토론형식으로 진행 (’14년 173개 → ’15년 195개 사업)

• ’16년도 정부R&D 예산 심의 및 배분·조정(안) 안건 마련 종합 지원
-- 유사·중복사업 정비, 주요R&D사업에 대한 사업 검토의견서 등 배분·조정 심의
활용자료 마련·제시(2월~7월)
-- 예산요구서 DB化 작업 및 예비, 1차~3차 미결·쟁점사업 심의 지원(6~7월)

< 평가방식 간 장·단점 비교 >
방식

연구내용

장점

단점

•단일 부처(미래부)가 평가제도 시행을 총괄
하고 전문성을 갖는 일원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수행함에 따라 검토의 일관성 확보
가능
•R&D 평가 및 예산배분조정을 수행하는
미래부 주관으로 일몰연장 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일몰연장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가 약해
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수행부처의 불승복
가능성 우려
•동일 사업에 대해 일몰연장 평가와 기존의
심층평가*가 중복 수행되어 평가 관련
이해관계자의 피로도 증가 및 평가결과의
일관성 저하 우려

-- 전문위원회별 집체작업 등을 통한 검토의견서 작성 종합 지원(6월)
-- 정부R&D 예산 심의(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협의회 개최 (6.12, 6.22, 6.30)
-- ’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 마련 및 국과심 안건 제출 지원(6~7월)
※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15.7)

-- (심의대상)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미래성장동력 분야 R&D 등 주요 연구개발사업 373개
-- (심의결과) 12조 6,380억원(전년 대비 2,970억원, 2.3% 감소)

* 적정성재검토, 특정평가 등

2안

•목적형 대형·장기 계속지출 사업에 대해
법적근거가 확보된 기존 제도(적정성재검토)를
활용함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부처 수용성
제고 가능
•일몰연장 평가에 적정성재검토 제도를
활용할 경우 평가자 관점에서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이는 평가결과의 질적 수준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장기 계속지출 사업에 대한 일몰 연장 평가
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평가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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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전문위원회(6개) 운영 및 지원

주요 연구실적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상시 검토체제 구축을 통한 사업별 심층분석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회, 소위원회(W/G)의 구성·운영 지원

28

• 연구현장 방문 활성화, 워크숍 및 지식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16년 정부R&D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효율화 방안연구
연구책임자 이경재

▒▒ 정부R&D 예산 배분·조정 홍보

• 정부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을 통한 중점 투자분야, 주요 사업내용,
이색사업 소개 등을 위한 기획 보도 추진
※ 한국경제 기획기사(2016년 정부R&D 어디에 쓰이나) 3회 연재

-- (1회) 5G 표준 주도, 평창 올림픽서 세계 첫 시연 (7.20)

연구목적

▒▒ 국가R&D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구조적 비효율성 등을 심층 검토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효율적 투자방안 마련을 통한 투자성과 극대화

-- (2회) 이동식 싱크홀 측정기 도입, 감염병 연구예산 21% 늘려 (7.27)
-- (3회) 융합연구단 8개 신규 선정, 한국형 프라운호퍼 육성 (8.3)

연구내용
시사점

▒▒ 국가R&D 투자 효율화 및 내실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정부R&D 투자방향 및 예산배분·조정(안)을 제시하여 한정된 정부R&D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국가과학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
• 유사·중복 분석, 이슈별·정책별·기술별 분석 등 정부연구개발사업 심층분석을
통해 정부R&D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 마련에 기여
▒▒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과학기술 문화 기반 마련

• R&D 예산 홍보, 분야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 및 홍보 수행

▒▒ 정부R&D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 설정

• 문헌자료 및 통계정보에 기반한 국내·외 경제·산업 동향, 미래사회 변화 전망, 과학기술
발전 전망 등에 대한 분석
•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에 대한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
•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창조경제실현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및 R&D 선진화·효율화 전략, 국회 및 기재부의 예산 정책 등 관련 정책 환경 분석
• 10대 기술별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현황, 연구성과 및 한계점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방향의 전략성 제고
• ’16년도 R&D 투자방향(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반영
▒▒ 국가R&D 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각 부처별 정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검토 및
정비 방안 마련
• 기술별 R&D투자 현황 및 정부R&D 사업별 현황 분석을 통하여 기술분야별/사업별
효율화 방안 마련
• 정책분야 이슈 및 문제점을 발굴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차년도 투자방향 설정시
개선방안으로 제시
• 주요 이슈·정책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그룹의 활용 등 외부
의견수렴 및 반영
▒▒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 장기계속사업의 관행적 계속 사업화를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억제를 위하여 금년
(’16)부터 일몰제 도입
• 사업목적 및 특성에 따라 “계속지원형”과 “일몰형”으로 분류하고 일몰형 사업에
대해서는 ’16~’20년 범위 내에서 일몰시점을 설정(총 200개 사업)
• ’16년도 정부R&D 예산배분·조정이후 여건변화(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사업통폐합 등)로 인해 검토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부처의 사업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검토 예정
2015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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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공공기관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 투자 권고

주요 연구실적

• ’15년도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에 대한 공공기관 투자권고(권고비율) 이행 실적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29

• 전체 공공기관 중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관”을 대상(’16년 29개 기관)으로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 투자 권고율 제시

연구책임자 황지호

•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 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대상기관
선정기준, 연구개발정보 및 장비 공공성 제고 등)

시사점

▒▒ 정부R&D 투자 우선순위 설정의 전략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2015년 개방형 정책수립 체계를 활용한
과학기술 현안 이슈 연구

연구목적

• 국가연구개발의 전략성 강화 및 예산배분·조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추진의
실효성 제고

▒▒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선도형 R&D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창조 경제와

과학기술’ 관련 현안과 이슈에 대해 KISTEP 원내·외 참여자 간 자유로운 토론·공유의
장 제공

• 정책 및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설정함으로서 국가R&D 투자의 효율화 추구
• 기술·정책분야별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연구 성과 향상노력 집중

연구내용

▒▒ 창조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의 최신 이슈 영역을 중심으로 기술·정책 이슈와 어젠다를

발굴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통해 각계 의견수렴 및 통섭적 논의 촉진
• ’15년에는 상반기·하반기 기획을 통해 주제 범위를 확대하고, 총 21회 수요포럼 개최

▒▒ 근거기반의 심층적 사업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추구

• 국가R&D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정과제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근거기반의 분석기반 추구
• 정부R&D 투자방향 및 예산배분·조정(안) 제시를 통해 한정된 재원활용의
효율성 및 이를 통한 과학기술 수준 제고에 기여
• 공공기관에 대해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를 권고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발적
연구개발 투자 유인

시사점

▒▒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정책 수립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집단지성 구현에 기여
• 정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및 정책수혜자가 의견을 개진하고 교환 할 수
있는 정책협업 플랫폼 기반 제공
• 창조경제와 이를 통한 국민 행복의 실현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공유 및
정책대안 도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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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주요 연구실적

유형

I.
과학 기술
기반의 창조
경제 실현

II.
정부R&D
혁신

III.
국민
행복 기술

IV.
창의적
인재 양성

V.
과학 기술을
통한
국격 제고

수요포럼 주제

진행일시

연사

30

신약개발 분야 정부·민간R&D의 역할조정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의미와
우리의 미래

’15.1.21

김진형 연구소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② 헬스케어산업 이노베이션 전략

’15.3.4

최윤섭 교수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③ 제품-서비스 융합가치 창출을
위한 신서비스 발전 방향

’15.3.18

김성동 단장
(전자부품연구원)

④ ICT 산업 진화에 맞춘 신사업 발굴의
새로운 방법론

’15.4.1

이지효 상무
(베인앤컴퍼니)

⑤ 무인기 기술의 오늘과 내일

’15.6.17

최기영 교수
(인하대학교)

⑥ 창조경제시대의 기술무역 수지
극복방안

’15.7.1

정윤세 교수
(단국대학교)

•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 증가에 따라 과학기술적 성과는 증가하였으나
기술이전·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가 부진하여 정부R&D의 투자효율화 필요성 강조

⑦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만나다

’15.9.16

이경일 대표이사
(㈜솔트룩스)

• 신약개발 등 바이오 분야는 민간기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연구개발 역량이 낮아 정부가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있어 정부R&D 투자포트폴리오의 개선 필요성 제기

⑧ SW, 사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진화

’15.10.21

민옥기 실장
(한국전자통신연구소)

① 정부3.0과 과학기술 정보 공개의
딜레마

’15.2.4

김재수 센터장
(NTIS센터)

② 파괴적 혁신의 과학 기술:
지난 100년간의 사례를 바탕으로

’15.8.19

국양 교수
(서울대학교)

③ 국가R&D와 국방R&D 협력
강화 방안

’15.9.2

김영한 센터장
(국방과학연구소)

④ 제조혁신과 표준

’15.12.2

백수현 회장
(한국표준협회)

① 혁신 역량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15.6.3

신경호 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②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15.7.15

성백린 교수
(연세대학교)

③ 미래 재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15.11.4

심재현 원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④ 사회 통합을 위한 정보 격차
해소 전략

’15.11.18

권미수 본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① 바람직한 대학 교육구조 개혁 방안

’15.10.7

하연섭 교수
(연세대학교)

① 新 우주경쟁 시대를 대비한 우주개발
전략

’15.4.15

장영근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② UN 포스트-2015 발전 어젠다:
우리의 대응 방안과 과학 기술의 역할

’15.5.6

양수길 초빙교수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한국대표)

③ Mckinsey가 바라본 미래위험과
기회 – 한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
그 성장의 해법

’15.5.20

강혜진 파트너
(Mckinsey)

④ 따뜻한 지구촌 과학기술 나눔

’15.12.16

유영제 교수
(서울대학교)

연구책임자 홍미영

연구목적

▒▒ 바이오 분야 중 신약개발 분야는 투자효율화의 주요 대상


▒▒ 국내 바이오산업 중에서 정부R&D 예산규모가 가장 크고 경제적 성과창출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신약개발 분야를 시범적용 분야로 선정
• 신약개발 분야 정부R&D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경제적 성과창출을 위해 실증데이터
기반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민간R&D의 역할분담 및 투자포트폴리오 조정방향
제시

연구내용

▒▒ 신약개발 분야 정부R&D 지원이 민간R&D 투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정부R&D 지원이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R&D 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민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필요
• 최근 7년간(’08~’14) 정부연구비를 지원 받은 국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정부R&D
지원이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 또는 대체하는지 여부를 기업유형별로 분석
-- 대(중견)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결과를 보인 반면 중소(벤처)기업은 투자
촉진 효과 존재
▒▒ 신약개발 분야 민간R&D의 실증데이터 수집·분석

• 정부연구비 수혜 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수집·분석하여 민간R&D의 역량 진단
-- 한국의 신약 파이프라인 수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작으며, 합성·바이오신약보다는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의 비중(36.7%)이 높은 편
• ’13년 기준 제약산업 민간R&D 투자는 정부R&D 지원규모에 비해 5배가량 높은
수준이며, 국내 상위 20대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7.6%(’14)로
글로벌 평균(16.3%)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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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신약개발 분야 정부·민간R&D의 투자포트폴리오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주요 연구실적

• (신약개발단계별) 공공영역은 기초연구(탐색), 민간영역은 상용화를 목적으로
비임상 이후의 개발연구를 담당하도록 정부·민간R&D의 역할 조정 필요

31

-- 정부R&D는 신약개발단계의 앞부분인 탐색단계(38.7%)의 투자비중이 높지만,
제약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임상단계(31.8%)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
-- 민간R&D는 탐색(37.9%)과 임상(40.3%) 단계의 투자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신약개발단계의 앞부분인 탐색단계에 많이 투자

정부R&D중기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프레임 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책임자 황기하

• (기업유형별) 제약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R&D 지원 전략의 재조정 필요
-- 정부는 제약기업에 기초~개발연구 단계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업유형별로 지원 양상이 상이

연구목적

※ (대기업) 비임상~임상, (중소/벤처기업) 후보물질도출~임상

▒▒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분야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과 사용자 매뉴얼 맞춤화 개발 및 시범적용
• (현황) 미래부는 매년 「차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에 활용

-- 기업유형별로 정부R&D 지원이 민간R&D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 차이가 존재
※ 중소(벤처)기업은 정부지원이 민간R&D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존재하나,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중견)기업은 투자 유인 효과 부재

• (평가 및 문제 제기) 체계적인 사전 조사와 연구 없이 단기간에 안건 목차(안)에 맞춰
내용을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 매년 반복
-- 이로 인해 안건 목차와 세부내용간 일관성과 조사·분석·평가 정보의 연계·활용이
미흡하고, 최종 산출물의 질적·내용적 완성도 제고 및 예산심의 활용에 제약

시사점

• (개선방향) 예산배분·조정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수립과정에 프로세스와 내용 측면의 개선 필요

▒▒ 신약개발 분야에서 민간주도의 R&D 투자확대 및 신약 파이프라인의 양적·질적

향상 필요
▒▒ 신약개발 분야 정부R&D의 투자전략 재조정 필요

• 정부R&D 지원에 따른 임상시험 이후의 개발단계에 대(중견)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신약개발 기반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유효한 후보물질의 임상시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R&D 투자확대 및
역량 강화
▒▒ 신약개발 분야에서 공공영역은 타겟발굴 등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비임상 이후의

개발단계부터는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등 정부·민간의 역할분담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민간주도의 역할조정 필요

연구내용

▒▒ 기술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대안 도출

• 투자방향 안건의 구성 내용에 기초하여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안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설정에 관한 기본 방향을 도출
▒▒ 기술분야 중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통합프레임 및 프로세스 설정

• 기술분야 투자전략 연계 및 활용성 제고 측면의 개선방향을 토대로, 투자전략 세부항목
구성 변경 및 항목 간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과 단계별 세부 프로세스 설정

• 민간주도의 신약개발로 전환 시 정부의 역할은 기초연구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질환(희귀질환, 감염병 백신 등)의 신약개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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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 중기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및 프로세스 >
1

3

6

투자현황

성과 및 평가

차년도 투자방향

정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전반적인
투자현황 분석

정부와 민간의
투자 성과
현황 분석 및 평가

시사점

▒▒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제시 및 예산배분·조정에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개발
• 기술분야 정의·범위 설정부터 차년도 효율화 방향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과 관련 프로세스·방법을 개발하여 제시

5

0

기술분야
정의 및 범위

2

4

정책현황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세부기술 분야
정의 및 범위 설정

중기 투자포트
폴리오 조정방향

차년도
투자방향 제시

▒▒ (기대효과) 투자방향의 활용도 제고 및 방법론 고도화에 기여하고, 고객 만족도 및 내부

인력 역량 함양

7

< 주요 기대효과 항목 및 내용 >

차년도 효율화
방향

중기계획기간 동안의
투자조정방향 및
근거 제시

항목
연계·활용성 제고
(Informed Decision-making↑)

주요정책과 유관
정부R&D사업 분석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을
토대로 미래니즈/
기술 도출

재활용성

차년도
효율화 방향 제시

(Reusability)

환류개선
(feedback, Rolling)

▒▒ 시범적용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사용자 매뉴얼(안) 마련

방법론 고도화
(Advanced Method)

•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로세스와 세부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0. 기술분야
정의 및 범위>부터 <7. 차년도 투자방향>까지의 세부작성양식과 관련 지침 마련
<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상세 단계 및 주요 내용 >
정의범위

투자현황

정책현황

성과평가

기술분야
정의 및 범위

투자현황

정책현황

성과 및
평가

기술분야
정의

투자 추이
분석

주요
정책목표
조사분석

그간의 성과
제시

분야 총
예산 제시

세부기술
분야별
정의 및 범위
설정

세부기술분야
예산분석

출처정리

연구개발단계
예산 분석
연구수행주체
예산 분석
민간연구개발
활동 조사
조사분석DB
분석

주요사업
연계표

[참고] 정책분야
및 세부기술분야
매핑

중장기
계획 DB 분석

대표사업 DB
분석

과학적 성과
제시
기술적 성과
제시
경제적 성과
제시
사회적 성과
제시
평가 및
시사점 발굴
성과분석
DB 분석

포트
폴리오

미래전망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중기투자
포트폴리오

출처 정리

투자 및
예산 현황
분석

미래사회변화
/발전전망
조사 및
세부기술
분야별
미래기술
니즈 분석
세부기술
분야별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
니즈 종합
세부기술
분야별
미래전망
및 미래수요/
미래기술 제시

배분조정
판단 기준
제시

투자방향

내용
투자방향 안건의 질적·내용적 완성도 제고와 예산심의시 의사결정의 질 및 정책적
활용성 제고
시간경과/상황변화에 따른 투자전략 갱신 시 기존 내용을 재활용할 수 있어 시간,
인력, 예산 등 자원투입 효율성 제고
세부단계별 결과물 도출 및 점검, 피드백 개선
활용성이 높은 내용 중심으로 기존 지표·항목의 재조정 촉진
프로세스 기반의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도출, 활용으로 국가과학기술분야
정책/기획방법 고도화

고객만족(CS)

미래부 등 KISTEP 정책고객의 높아진 눈높이와 요구수준에 부응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

인력(HRD)

KISTEP 연구진의 연구·기획 역량과 학습효과 제고, 사업실 기술분야 실무자의 업무
수행능력과 전문성 심화

효율화


차년도
투자방향

차년도
효율화 방향

세부기술
분야별
투자방향 및
유형 설정

투자효율화
및 유형 제시
소관 사업
R&D사업
개편(안)
제시

▒▒ (활용방안) 제안된 방법과 당해년도의 상황과 정무적 판단을 병행하여 투자방향 안건 작성

및 예산 심의에 활용
•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심층연구 실시 후 그 결과를 차년도 투자방향 수립 및 예산배분조정에
연계·활용
※ 기술분야의 특성/범주를 고려한 맞춤화·최적화 병행 필요

예산
배분조정방향
제시
중기투자
규모/비중
변화 추정
세부기술
분야 중기
투자 비중
증감유형
설정

▒▒ 시범적용 대상 대표 기술분야별 시범적용 연구 수행

• 4개 전문위별로 대표성 있는 기술분야 1개씩 총 4개를 선정
※ (기술분야) ① 환경·기상, ② 건설·교통, ③ 기계·제조, ④ 생명·보건·의료


▒▒ 시범적용 결과와 실무적 활용을 고려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통합프레임 및

사용자 매뉴얼 최종 대안 마련
• 기술분야 담당자의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에 대한 사업적 활용 시
추진절차와 고려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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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기존의 양적 성과 중심 평가에서 질적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사업유형 및 특성에 따른
평가 실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상위평가

-- 평가 대상사업의 연구성과 중 논문, 특허의 경우 양적평가 이외에 질적평가 결과를
평가에 활용
※ 논문은 Impact Factor, 표준화된순위보정영향력지수, 특허는 K-PEG 등급평가 결과값 이용

-- 단순시설구축사업이나 국방과 같은 사업의 경우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설정 및
가중치의 차별화를 통해 맞춤형 평가 실시

연구책임자 류영수


▒▒ (기관 평가) 기존 공통기준형 평가와 신규 임무 중심형 평가(경영성과계획서 점검,

연구목적

▒▒ 부처의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R&D 추진상의 개선을 도모하여 소관 부처의

중간컨설팅평가)로 구분하여 상위 평가 실시

자율성 및 책무성을 높이고,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 (공통기준형평가) 4개 부처·연구회 소속 11개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 ’13년 하반기 이후, 기관장이 취임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무중심형평가로 전환

• (중간평가) 부처가 추진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정 중 관리체계 및
중간 성과 등에 대한 주기적 평가(모니터링)를 통해 연구생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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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평가) 출연연구기관의 경영 및 연구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운영을
임무중심으로 내실화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도 상승,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 (임무 중심형 평가) 기관장 신규 취임기관의 경영성과계획서 검토 및 4개 부처·연구회
소속 18개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시 부처별 점검위원회 적절성, 미래부의 주요정책 및 필수항목
반영여부를 적용하여 연구기관은 경영성과계획서 보완 후 이사회에 상정·확정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
구분

평가대상 및 평가절차

평가결과활용

-- 중간컨설팅평가 시 부처 자체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 및 기관별 평가결과 도출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여 등급(적절·부적절)을 판정하고 부적절 등급을 받은 부처·
연구회에 대해서 재평가 요구

중간
연구
개발
사업
평가

자체·
상위

종료
추적

자체평가
(부처)

특정

연구기관
평가



상위평가
(미래부)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미래부)

자체평가
(부처·연구회)



상위평가
(미래부)



예산편성
제도개선
포상 등

• 상위평가위원회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사업 및 경영에 대한 평가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분야 및 경제사회인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





기관운영비
성과연봉
포상 등

시사점

▒▒ (중간평가) 사업별 계획, 관리부문의 평가 결과는 양호한 반면 성과부문은 미흡하여 향후

사업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효과성 검증 노력 필요
• 사업의 성과계획 및 사업관리와 성과의 양적달성도는 양호하나 성과의 질적 우수성 및
종합적 성과분석은 미흡한 수준

연구내용

▒▒ (중간평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상사업의 관리 및 성과

전반에 대한 상위평가 실시
• ’14년 수행된 92개 R&D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사업을 3년 주기로 평가 실시

• 상위평가 시 부처단위의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충족 시 사업별
확인점검 실시
-- 부처별, 사업별로 평가과정, 근거, 결과의 3개 항목에 대한 적절 여부 판단을
통해 모두 충족할 경우, 자체평가 결과 인정
-- 적절성을 미 통과한 사업은 자체평가지침에 따른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재점검하여 평가점수 및 등급 조정

• 연구성과의 우수성, 탁월성 등을 인정받을 만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관리 및
사업목표 구현을 위한 효과적 사업 추진 필요
▒▒ (기관평가) 연구혁신을 유도하는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강력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 유도
• 경영효율화,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의 혁신 및 평가결과 개선·권고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연구기관의 궁극적 목적인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유도 필요
• 기관별 고유임무 및 특성을 고려한 핵심 성과 중심의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중간컨설팅평가,
종합평가) 체계의 안착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매년 초에 자체평가 지침 배포 및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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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체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특정평가 총괄조정위원회

연구책임자 정상기

연구목적

(위원장) 민간위원, 미래부 성과평가국장

▒▒ 과학기술 정책 이슈 및 사업간 조정 또는 연계 등이 필요한 R&D사업에 대해

재난·재해
사업군

심층분석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GoldenSeed
프로젝트

정지궤도복합
위성개발

전자정보
디바이스산업
원천기술개발

·추진전략 점검
·평가결과 조정
및 확정

첨단항만물류
기술개발

• 성과중심의 정량·정성적 심층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개선 유도
-- 특정평가 수행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전략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R&D 사업의 선순환적 환류체계 마련

▒▒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강화

• 특정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 개선사항의 조치·이행
여부 점검·확인

연구내용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이행조치 실적점검 강화를 통해 환류시스템을 확립하고
사업개선 사항의 미이행 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사업개선 조치의 이행 유도

▒▒ 국가·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사업군을 발굴하여 정책효과제고 관점에서

사업추진체계 분석
-- 재해·재난 사업군*을 대상으로 성과분석 및 추진체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중점 검토
* 재난·재해 사업군 (3개 부처 5개 사업)

▒▒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효과성·효율성 측면의 전략적 심층분석 강화

• 다부처 공동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이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분석 강화
-- 정책목표와 사업목적 부합성,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의 적절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
-- 7개 부처 4개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체계 적절성 및 성과 효과성 분석
* 골든씨드프로젝트,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첨단항만물류기술 개발

▒▒ 특정평가 총괄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평가결과의 신뢰성·전문성 제고

• 사업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체적인 평가의견 제시를 통해
특정평가 결과의 실효성 제고

시사점

▒▒ 평가결과(사업개선 권고사항)

• 부처 간 역할분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성과제고 필요
-- (재난재해사업군) 재난안전 관련 기술의 현장적용 확대·강화 및 일부 사업의 경우 효과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재기획 등 사업구조 개편 필요
-- (골든씨드프로젝트사업) 다부처 사업으로서 부처 간 협력 및 시너지 효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총괄관리기관과 사업단 간 역할분담 명확화 및 연계협력 강화 필요
• 사업추진전략 개선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또는 계속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국내 민간업체의 참여확대를 통한 기술자립화 및 산업화
연계전략 수립 필요
--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원천기술형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마련 등 원천기술 확보 노력 필요
--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U-기반’과제는 예비타당성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미흡하고,
연구성과의 연계 및 활용성이 낮아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평가계획 수립, 최종결과 검토 및 조치계획 점검을 위해 총괄조정위원회를
3~4회 개최하되, 사업분과는 필요시 수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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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성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사업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사업기획의 충실성

연구책임자 정상기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구성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연구목적

▒▒ 기획재정부의 R&D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전 기술성을 평가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적합성

적합 여부 및 의견을 기재부 장관에 제출

* 기존 4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에서 4개 평가항목 6개 평가지표로 개정하고, 평가기준 중 사업기획의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의 적절성은 기존의 정성의견 작성에서 check-list 형태의 검토로 개선

•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신규 R&D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사업기획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R&D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화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사업기획의 충실성, 사업구성의 적절성 지표에
해당 유형의 평가기준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거시적,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수준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추진

연구내용

▒▒ ’1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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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획내용 평가
-- 기술개발의 필요성·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6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수행

▒▒ ’15년도 상·하반기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수행 결과 총 5개 사업을

기술성 평가 ‘적합’사업으로 도출(적합률 41.7%)
• 예비 검토제 수행을 통해 기획보고서의 형식요건이 미비한 사업의 경우
기술소위원회 검토 이전에 평가 대상에서 배제

시사점

▒▒ 신규 R&D 사업의 차별성 및 구체성 측면에서 부처의 사업기획력 제고 요구

• ‘유사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방안의 타당성’ 평가지표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C등급 부여
(평가등급이 부여된 사업 중 60%)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기술개발의 시급성’ 평가항목 관련 4개 평가지표는 C등급인 사업이
없어 변별력 낮음
▒▒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사업유형 중 시설·장비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 및 보완 요구
• 기술소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대상 사업 수
증가에 대응하여 평가의 효율성 개선 필요

• ’15년 기술성 평가 결과 최종 보고서 발간
▒▒ 기술성 평가 관련 지속적인 제도개선 수행

• (’15년 하반기)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중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및 재신청 사업에
대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의 정책 부합성 및 효율성 제고
• (’16년 상반기) 평가 추진절차와 평가항목·지표·기준 측면에서의 개선을 추진
-- (추진절차) 과학기술전략본부의 정책, 예산 측면 검토절차 포함
-- (평가항목·지표·기준) 평가지표 축소 및 check-list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기반구축 유형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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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R&D 평가 관점의 확대 필요성 및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도출

정부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새로운
접근방법론 탐색 연구

• 평가와 예산의 연계, 창의·도전적 연구촉진 등 성과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평가관점의 확대 필요성 분석
• 발전적 평가 관점에서 기관평가, 사업·과제평가의 개선방향 도출
--기관평가 시 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컨설팅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기관별 평가위원회의 상설화와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

연구책임자 고용수·한웅용

--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실시되는 기한사업은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중간컨설팅평가’를
의무화하고, 지속추진 여부, 사업내용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 특히,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는 기술적, 사회적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발전적 평가 요소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정부R&D 성과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 현행

제도 개선방향 도출

-- 과제평가의 경우, 책임평가위원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책임평가위원제도를 통해
과제의 전체 수행과정에 대한 실질적 컨설팅과 성실수행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

• 평가와 예산의 연계, 창의·도전적 연구촉진, 환경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연구추진체계 마련 등 최근 정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이론적으로 개념화

•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로서 정책평가 도입 가능성 및 연구개발분야 적용 시 고려사항
도출

• 이 개념화를 토대로 현행 정부연구개발 성과평가 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연구내용

-- 전략적 검토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부문’ 도출 방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기존
특정평가의 평가관점을 활용하되 적실성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정부R&D 성과평가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분석 및 현행 평가제도의 한계점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도입, 성과평가법 제정 등을 거치면서 나타나고 있는 R&D
평가정책의 변화방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과제평가, 사업평가, 정책평가 등 평가단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 둘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직접 사업평가에서 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자체-상위평가로의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사업평가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셋째, 신속한 목표달성보다 연구자의 창의·도전성을 우대하는 등 창의·
도전적 R&D를 촉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이 같은 R&D 정책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평가제도는 몇 가지 한계점을 노정함
-- 특정평가의 경우 사업군 평가 또는 정책평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상 여건이 미비하며 방법론 연구도 미진한 상황임
-- 과제평가의 경우 자유공모형 소형과제는 혁신도약형 R&D과제로 진행되도록
도전적 목표 설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공모형의 중대형 과제는 이미
연구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자가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시사점

▒▒ 실패를 염두에 둔 도전적·창의적 R&D를 촉진할 수 있는 적합한 평가방식에 대한 활발한

논의 필요
• 실패를 염두에 둔 연구와 현행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 평가의 부정합성 존재
▒▒ 사회기술시스템 전이 목적의 연구개발사업 등 복잡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발전적 평가의

적극적 검토 필요
▒▒ 평가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 성과평가 기능과 예산조정 기능의 통합 필요

• 예산배분 시 과거 실적과 향후 전망(정책방향 등) 동시 고려 필요
• 이러한 2차원적인 검토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기능과 예산조정
기능의 유기적 통합 필요

-- 기관평가의 경우 기관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보다 기관특성 또는 기관의 연구내용을 잘
알고 있는 평가자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평가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 기존 평가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책임평가위원 제도 도입, 컨설팅형 평가 도입 등이 제기되고 있음
-- 특수성에 대한 인정 여부,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기대를 기준으로 평가유형을
구분해 보면, 새로운 평가제도는 기존 책무성 평가와는 구별되는 발전적 평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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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연구 우수자,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 선정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길우

연도

후속연구 우수자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

합계

2015

4(1)

6(2)

10(3)

2014

4(2)

6(4)

10(6)

2013

3(3)

2(2)

5(5)

2012

4(4)

2(2)

6(6)

합계

15(10)

16(10)

31(20)

주: ( )은 장관 표창 수

연구목적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발굴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R&D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인증서 수여식 및 전시회 개최 등 홍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인증서 수여식 및 전시회 개최(’15.10)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배포

▒▒ 우수성과 정보를 기술수요자에게 제공하여 우수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 창출의

• 우수성과 온라인 인기투표를 통한 「국민공감 우수성과 10선」 선정(11월말)

원천으로 활용

• ‘NTIS 성과보고회’와 연계하여 홍보 전시회 개최(’15.12)
• NTIS에 우수성과 사례집 업로드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및 홍보

연구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선정 추진

• 질적 우수성과만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후보 추천대상 기준 명확화, 선정평가의 객관성·전문성 강화, 정량적·질적
지표 발굴, 성과내역 검증 강화 등

시사점

▒▒ 우수성과 100선이 과학기술분야 포상제도의 명실상부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연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품격 제고 필요

• 제도개선, 우수성과 선정 과정, 시기, 평가 방법 등을 확정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홍보 추진 계획 작성

• 우수성과 100선 선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한 부·처·청(20개)에서 추천한 ’14년도 우수성과 사례를
대상으로 기술분야별 범부처 우수성과 선정(100건)

• 포상품격을 장관 표창에서 대통령 표창으로 올리고, 포상금 지급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고방안 추진 필요

• 우수성과 100선의 포상목적 및 포상 훈격의 수준이 국내의 타 제도에 비해 부적절

• ’06~’14년 기(旣) 수상자들의 성과 검토, 후속연구 우수자 선정(4건)
• 대학·출연(연) TLO 중 기술이전·창업 우수기관 발굴 및 선정(6건)

▒▒ 후속연구 우수자 등 유사한 선정분야를 통합하여 추천 시 발생하는 혼란 방지 필요

• 우수성과 100선, 후속연구 우수자, 기술이전·창업 우수기관에 대한 장관표창
선정(11건)
< 우수성과 100선 추진현황(’06~’15) >
연도

기계·
소재

생명·
해양

에너지·
환경

정보·
전자

2015

18

24

21

20

2014

15

22

23

20

2013

15

29

24

19

▒▒ 우수성과 접수 및 성과검증·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 필요

융합기술

순수기초·
인프라

합계

8

9

100

9

89

13

100

2012

11

20

14

13

8

58

2011 이전

125

174

91

143

67

600

합계

184

269

173

215

106

955

8

• 후속연구 우수자 분야 추천이 저조하여 분야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있으며, 우수성과
100선 분야의 추천기준과 중복이 있어 혼란 가중

• 대내외적으로 해당과제의 성과여부 및 성과내역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조사·분석 성과 DB를 활용하여 수동으로 수행
• 불일치 또는 미확인 시 성과제출자에게 재확인이 필요하지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절차를 추진하기에는 시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 발생
•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접수–성과검증-확인-활용 등의 우수성과
시스템 구축 필요

* 융합기술 분과는 ’15년부터 신설

93
2015 연차보고서

92

주요 연구실적

추진 연구과제

37

시사점

연구개발(R&D) 활동이 GDP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경로분석을 통해 실제현상을 밝히려고 시도한 탐색적 연구로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차평균을 제공하는데 기여
•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보다 실증적이고 적실한 성과측정이나 효과분석을 위한 시차효과의
고려 중요
• 총연구원수(0.029)와 과학기술논문수(0.438)는 7년, 총연구개발비(0.211)는 6년의
시간차이를 두고 GDP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연구책임자 김인자

▒▒ 창의적 인재양성 및 이공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필요

연구목적

• 이공계 학사비율은 특허를 매개로 하여 GDP에 간접효과(0.008)를 가짐

▒▒ 연구개발활동이 GDP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실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의 근거를 제시

• 한국, 미국, 유럽 등의 창의적 인재양성 및 이공계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

• 세계 각국이 지속적인 국가성장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 또는 투자전략들을
통해 연구개발투자 확대

•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지식의 축적, 경제적 메커니즘, 정부정책, 제도적 요소 등을 강조하는
신성장이론(조윤애, 2005)을 뒷받침

• 연구개발을 통해 나온 성과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확산시킬 것인가는 R&D
정책의 중요한 과제

▒▒ 지식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확산

정책 활성화 필요

▒▒ R&D 예산배분이나 투자,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등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연구내용

• 과학기술논문은 GDP에 직접효과(0.94), 간접효과(0.026)를 가짐

▒▒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GDP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환경적 변수 도출

• 논문은 특허처럼 독점적 지위를 갖기보다 공개를 통해 아이디어 제공 및 지식의 확산
수단으로써 가치창출에 기여

▒▒ 연구개발투입이 연구성과의 산출이나 실제 산업생산 및 GDP에 적용되는 걸리는

• 단순한 성과건수보다 연구성과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지만, 지식의 활용 및 확산측면에서
양적인 면도 중요함을 시사

시차(time lag)에 관한 연구 수행
▒▒ R&D 투자의 규모와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 필요

• 총연구개발비 비중과 총연구원수는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높음

▒▒ 경로분석을 통해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분석

• R&D 투자, 인적자원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

• 연구개발활동 변수 중 GDP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지는 변수는 과학기술논문수
(0.966), 총연구원수(0.374), 총연구개발비 비중(0.195), 특허등록수(0.048),
공학사비율(0.008) 순으로 분석

• 연구개발비 규모나 비중을 유지시킬 필요성을 시사하며, 민간R&D 활성화 정책 및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총연구개발비 비중과 총연구원수는 논문이나 특허를 매개로 GDP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
-- 총연구개발 비중의 직접효과(-0.058)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간접효과
(0.253)를 가짐
-- 총연구원수는 직접효과(0.09), 간접효과(0.284)를 가짐

연구의
한계

▒▒ 논문이나 특허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GDP 자체를 활용하여

분석한 한계를 지님
※ 매개할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지표 또는 GDP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를 찾지 못함

< 연구모형Ⅳ의 회귀계수 >
총연구개발비
(비중)

e1
.25

.23

.15
.28

총연구원수

.33

-.06

과학기술논문수

.94

.09
.25

.54

.05

GDP

특허등록수
.34

e3

.16

공학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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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추진체계 >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연구개발관련 33개
부·처·청·위원회
(범부처 포함)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책임자 도계훈

산업통상자원부

연구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투자

조사·분석 결과 통보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사·분석
결과 보고와 보고서 제출

조사·분석 자료 제출
조사·분석 제출자료 검증

조사·분석
기준과 지침 마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방위사업청

현황에 대한 조사와 관련 분석자료 산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 국가연구개발의 정책기획과 수행, 평가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환경부

일반에 공개

<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의 주요 연혁 >
•1999년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6조2항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평가 시범사업 실시
•2000년 국가R&D 사업 조사·분석 실시
•2005년 모든 R&D 사업(인문, 국방 포함)으로 조사대상 확대와 성과항목 추가
•2009년 과학기술표준분류의 이차원 분류체계 조사·분석 적용
•2012년 조사대상을 위탁·공동과제로 확대와 조사항목에 연구비 비목 추가
•2013년 연구수행주체 ‘중견기업’ 분류 추가와 ‘범부처 사업’ 구분, 적용분야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세분화
•2014년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가전략기술’ 조사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시사점

▒▒ 605개 국가연구개발사업(17조 6,395억 원)의 세부과제별 자료수집 및 검증, 집행구조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R&D 효율화에 기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과학기술 종합조정에 기초가 되는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R&D 효율화에 기여
▒▒ 조사·분석자료의 수집·검증체계 효율화와 대국민 통계서비스 강화 필요

연구내용

▒▒ ’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조사·분석 수행

• 과학기술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시의 항목 개편, 조사·분석자료의 수집·검증체계의
효율화 필요

• ’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수집과 데이터 품질 관리
-- 33개 부처·청·위원회(범부처 포함) 605개 세부사업(17조 6,395억 원)
53,493개 세부과제의 조사·분석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관련 연평균 200건의 관련 통계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는 조사·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 매뉴얼 작성
• 조사·분석 검증 기간 단축을 통한 자료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 ’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 마련

• 조사·분석 제도개선 전문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 국가R&D 통계수요 증가에 따른 적시적 항목 개편 추진
• 효율적 정보수집과 분석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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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체계와 역할분담 >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성과분석 기준과
시행지침 마련

연구책임자 조현정
성과분석
결과 통보

연구목적

일반에 공개

성과분석 결과 보고와
보고서 제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성과지표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성과분석
제출자료 검증

•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출성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국가R&D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기틀
확립

연구개발 관련 부·처·청·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분석의 주요 연혁 >
•2005년 성과자료 제출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시범조사 실시
•2006년 모든 사업에 대해 성과자료 입력 시행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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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SCI논문 피인용도 분석 시작 및 성과통계 시계열 분석 강화(5년)
•2014년 SCI논문과 특허성과의 분석 강화
•2015년 기술료,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 관련 지표 점검

성과분석
자료 제출

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환경부

▒▒ ’14년도 정부R&D 성과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업화(38.5%↑),

해외등록 특허(31.5%↑), SCI논문(30.6%↑) 등의 성과 증가가 두드러짐
• 정부R&D 투자(5년간 연평균 6.6%↑) 확대에 따른 정부R&D 성과의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6.3~34.9%) 증가
▒▒ 국가R&D 투자와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투자 확대가 SCI 논문, 특허, 사업화

연구내용

▒▒ 대학, 정부출연(연), 기업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생산한 ’14년도

성과 포함, 최근 5년(’10~’14)간 연구개발 성과 분석
* 2014년도 조사·분석 대상: 605개 사업, 53,493개 과제
※ 성과년도의 입력기준은 과제 협약이 아닌 성과 발생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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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의 증가에 기여
• 기술료의 경우, 기술료 감면 정책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
• SCI논문은 정부R&D 투자가 확대기조에 따라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최근 3년간 질적
수준 정체되어 있어 논문의 질적 우수성 및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R&D 정책 및
평가체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국내 특허 성과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 추세이나, 정부R&D를 통해 창출된 특허의 질적
우수성과(A등급 이상, 11.9%)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질적 우수성 제고 등을 위해 출원
사전심의 강화 및 활용 중심의 특허 관리 등 방향 전환이 필요
• 특허와 기술료 징수 등 지적재산의 연계·활용 및 핵심·원천 기술이전을 장려함으로써
R&D 성과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에 관한 제도개선, 정책 수요 대응 및 서비스

• SCI논문 사사정보 분석을 통한 기여율 조정 개선 방안 연구
• 기술료 지표 개선 및 사업화율 산출 방안 검토
• 성과 검증 매뉴얼의 갱신과 유지·보수 및 대내외 요청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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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통계 현황을 참고로 하여 기존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 체계에
대한 재점검 및 체계 구성

2015년 범부처 과학기술통계백서 발간

-- 과학기술통계를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성과, 과학기술혁신, 기타
과학기술 5개 부문으로 나누되 기존 통계조사 변화 및 통계자료 니즈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체계 재점검
-- 조사방법(범위, 표본추출방법) 및 산출기준(용어 정의상의 차이, 조사 시점) 등을
바탕으로 각 유관 통계조사에서의 의미해석상 유의점, 중복 및 유사지표 처리 방안 등
마련

연구책임자 안병민

연구목적

▒▒ 국내·외 과학기술 통계지표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및 기반구축을 위해서

▒▒ 최신 통계 자료 수집·구축 및 과학기술통계백서 작성

과학기술 통계지표를 통합하고, 시계열 자료와 함께 메타정보를 제공하는
과학기술통계백서의 지속적인 발간

• 재구성한 과학기술 통계지표 체계에 따라 각 부문별 최신 통계 자료 및 시계열 자료 구축
--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기존에 구축한 통계자료와
통합하여 시계열 자료 구축

▒▒ 국내·외 유관기관 통계지표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민간부문

-- 구축한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2015년 과학기술통계백서’ 및 ‘주요 과학기술통계 100선’
(연 2회) 작성·배포

과학기술전략 결정에 필요한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연구내용

▒▒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통계 현황 파악

• [국내] KISTEP이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외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기술혁신조사 등에 대해서 조사체계, 조사구조, 조사표
주요 내용 등 파악
• [국외] OECD의 MSTI, STI Scoreboard, STI Outlook, Factbook, STAN DB, WIPO
의 Statistic DB, 미국·유럽 특허청 DB, IMD·WEF 의 경쟁력 지표 등에 대한
통계자료 구조 분석

시사점

▒▒ 정기적인 ‘과학기술통계백서’ 및 ‘주요 과학기술통계 100선’ 발간을 통한 국내·외

과학기술통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활용도 증진
• 과학기술정책 입안자, 관련 전문가 등에게 시의성 있고 객관성 높은 R&D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활용도 증진에 기여
• 국내·외 과학기술·R&D 관련 통계를 분석·정리하여 백서로 발간·배포함으로써
과학기술통계의 확산과 이해도 제고에 기여
▒▒ R&D 관련 새로운 통계작성 추세에 맞는 신규 통계지표 지속 발굴 도모

▒▒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 체계 검토 및 구성

• 통계정보에 대한 새로운 정책수요 분석, 신규 통계자료 발굴 등을 통하여 지표체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추진

과학기술통계백서 지표 체계

대
분
류

중
분
류

과학기술인력

•총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논문

•혁신활동

•에너지·자원

•기업
연구개발비

•이공계인력
육성과 처우

•특허

•혁신(활동)율

•기술무역

•혁신성과

•녹색성장·
기술

•정부
연구개발비

•여성
과학기술인력

•첨단산업무역

•정부지원제도

•우주

•산업기술인력

•조세지원

•생명공학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국가경쟁력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과학기술성과

•기타

과학기술혁신

기타 과학기술
통계지표

과학기술투자

•경제사회지표


•기타

주) 중분류 하위에 소분류 수준의 세부 지표가 있음(총 37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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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63조 7,341억 원, 연구원 수는 345,463명(FTE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7.5%, 6.6% 증가

2014년 연구개발활동조사

-- GDP대비 비중은 4.29%(전년대비 0.14%p 증가)로 세계 최고 수준
▒▒ 조사결과의 분석, 보고 및 체계적인 DB 관리

연구책임자 오윤정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 NTIS 과학기술통계서비스 등을 통한 주요 결과의
온라인 시계열 서비스 제공
• 최종 분석보고서* 작성 및 OECD에 주요 결과 통보

연구목적

-- 국제기준인 OECD 연구개발활동조사 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따라 조사

▒▒ 한국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 연구개발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 OECD는 각국의 R&D활동을 취합한 후, MSTI(Main S&T Indicators), R&D Statistics 등으로 발간

기초자료 제공

*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연구개발활동 현황 분석
▒▒ OECD에 한국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제공하여 국가 신뢰도 제고 및 국가 간

< 연구개발활동조사 추진체계 >

비교자료로 활용

NTIS, KOSIS
(일반공개)

결과보고

OECD
(국가간 비교)

< 연구개발활동조사의 근거 및 연혁 >
데이터검증 및 결과분석
(기업부문 포함)

조사의뢰
(기업부문)

※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 승인번호 제10501호 (1982. 7. 16)
•1963년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에서 “연구기관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
•1967년 과학기술처로 동 업무를 이관하며,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로 명칭 변경
•1982년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로 승인
•1995년 OECD의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따른 조사 사항, 방법 채택 실시
•1996년 과학기술처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
연구소에서 실시
•1999년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지정통계로 전환)
•2008년 조사범위를 인문·사회과학분야까지 확대, “연구개발활동조사”로 명칭 변경
•2010년 OECD Frascati 매뉴얼의 학문분야 개정 사항(이학, 공학, 농학) 반영

제조사 요청

결과제출
(설문지 제출)

조사결과 제출

대학
(2년 이상의 교육과정 보유)
조사시행

결과제출
(온라인)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관리현황부서 보유)

연구내용

조사시행

공공기관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의료기관
(종합병원, 영상시험병원 등)

▒▒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법 개선

• 작성자 편의성 제고 및 정책수요, 활용도를 고려한 조사표 개선
• 응답자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사표 설계
▒▒ 한국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실시계획(안) 마련

시사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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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과학기술지표전문가그룹(NESTI)의 권고에 맞도록 조사항목 등 점검
• 효율적 정보수집과 분석체계 구축

▒▒ 최근 개정된 조사지침을 반영하여 조사항목 검토와 함께 검증체계 효율화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필요
▒▒ ’14년도 한국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사 실시

• 공공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기업체 등 한국 전체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등 연구개발현황 조사 실시*

• 연구개발활동조사 시행지침인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제7판)에 따른 국제동향을
반영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 제고 필요

-- 국제기준인 OECD 연구개발활동조사 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따라 조사
※ 우편에 의한 자계신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전화, 이메일, 웹조사 등을 병행
* 48,3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40,306개 기관이 응답(회수율 :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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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015년 국내·외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통계브리프 발간
연구책임자 류영수

연구목적

▒▒ 국제기구 및 국내·외 유관기관에서 발행하는 주요 과학기술통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슈별 국제동향 모니터링 실시
▒▒ 과학기술 관련 주요 지표통계 분석과 발굴된 정책이슈를 연계한 심층 분석을 통해

활용도 높은 분석자료 제공

연구내용

▒▒ 과학기술 정책 이슈와 관련된 국내·외 과학기술 통계자료의 발굴·분석

• 국내 연구기관, 미국 과학재단, OECD, WIPO, 세계은행, IMD, WEF 등이
발간하는 주요 과학기술 관련 통계자료 발굴
• 한국의 현황과 더불어 주요 국가별 현황, 연구개발 주체별 현황, 국가경쟁력
지수 분석 등 과학기술통계 분석
• 통계분석 결과를 총 30회의 ‘KISTEP 통계브리프’로 발간·배포
•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슈와 연계된 과학기술통계지표의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종합조정,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통계분석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

시사점

KISTEP 통계브리프 제목

구분

14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기타

15

주요국의 하이테크 산업 현황 분석

기업

16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17

2015년 세계혁신지수 분석

18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

인력

19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PCT 특허 출원 현황

성과

20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활동 현황

기타

21

세계경쟁력포럼(WEF) 세계경쟁력 분석

경쟁력

22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활동 현황

기업

23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 실적 비교

성과

24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연) 부문 투자 현황

투자

25

2015년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경쟁력

26

2013년도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인력

27

OECD 자료로 살펴본 세계과학기술인력 현황

인력

28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기업

29

OECD 자료로 살펴본 세계 에너지 현황

기타

30

주요국 NT 분야 핵심지표 분석

기타

투자
경쟁력

▒▒ 정책 이슈와 연계한 통계분석 실시하여 ‘KISTEP 통계브리프’를 작성·배포함으로써 R&D

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KISTEP 위상 강화에 기여
• 이스라엘 등 비영미권 국가로 범위 확장, 과학기술 유관 분야 통계분석을 강화하여 R&D
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 강화
-- 한국의 표준활동 현황, 벤처캐피탈 현황 등

• 작성된 ‘KISTEP 통계브리프’는 주기적으로 온라인 배포
▒▒ 6대 분야별 30개 주제의 통계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 2015년 통계브리프 발간 현황 >
호수

KISTEP 통계브리프 제목

선제적인 이슈 발굴도 필요
구분

1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 발표 현황

성과

2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인력

3

세계대학·공공연구기관의 PCT 출원 현황

성과

4

2015년 유럽혁신지수(Innovation Union Scoreboard)

5

미국 정부의 FY 2016 R&D 예산요구안 분석

투자

6

미국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인력

7

전국대학 연구활동 현황

기타

8

IMD 2015 세계경쟁력연감 분석

9

2014년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10

중국 국가혁신지수 분석

11

주요국의 BT 분야 핵심지표 분석

기타

1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특허 성과 현황

성과

13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부문 투자 현황

투자

• 각 호의 통계브리프를 KISTEP 정책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바,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슈 발굴 노력 필요

경쟁력

경쟁력
투자
경쟁력

105
2015 연차보고서

104

주요 연구실적

추진 연구과제

43

▒▒ COSTII 측정모형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개선방향 제시

2015년 주요 경쟁력 보고서의
과학기술경쟁력 종합분석

• COSTII가 활용하고 있는 복합지표(Composite Indicators) 측정모형의 구성절차 및 지수
산출 절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연구책임자 안병민

•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COSTII 평가결과(순위) 변동성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 COSTII 체계에 존재하는 불확실성 요인을 탐색하고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구성

• 분산기반 분석기법을 적용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각 불확실성 요인의 평가결과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실시하고 COSTII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연구목적

▒▒ IMD의 세계경쟁력연감, 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 등 다양한 과학기술경쟁력

보고서의 종합분석을 통해 한국 과학기술 경쟁력 진단과 제고방안 마련
▒▒ KISTEP이 실시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COSTII) 모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COSTII 평가모형 및 분석 방안에 대한 개선 도모

시사점

▒▒ 혁신역량에 따른 국가유형을 혁신선도국과 혁신후발국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개선 사항 도출

• 혁신선도국과 혁신후발국 간 혁신격차가 고착화되는 추세로 격차의 축소를 위한 창의적인
혁신정책 추진 방안 제시
• 국가혁신역량이 차이는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어려우므로 혁신선도국가 진입·유지를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지속적 노력 필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주요 보고서들의 종합분석

•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주요 보고서들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과학기술경쟁력의
강·약점을 종합적으로 진단
< 세계 주요 기관의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보고서(예시) >

▒▒ COSTII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고려한 COSTII 모형 및 분석방법의 검토를 통해 COSTII 신뢰성

제고 필요
• COSTII 평가결과에 순위정보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요인에 의한 변동가능성에 관한 정보
(예: 순위·범위정보 등)도 제공함으로써 COSTII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보고서인 IMD 세계경쟁력연감과 WEF
세계경쟁력보고서의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분석은 별도의 조사자료(2권)로 발간
< IMD, WEF 경쟁력보고서에 관한 조사자료 >

• 유럽연합의 IUS(Innovation Union Scoreboard), 중국 국가혁신지수,
세계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GII) 등과 관련한 분석 내용도 KISTEP
통계브리프로 발간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활용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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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총 30개국)에서 한국은 12.531점으로 5위 차지
※한국 과학기술혁신역량 순위 :
’06년 12위 → ’07년 12위 → ’08년 12위 → ’09년 12위 → ’10년 11위 → ’11년 10위 → ’12년 9위 → ’13년
8위 → ’14년 7위 → ’15년 5위

2015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 한국의 순위 상승은 혁신역량의 전반적인 개선과 스웨덴 및 네덜란드의 혁신역량 하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연구책임자 인가진
▒▒ 활동 부문은 2위로 강점인 반면 환경 부문은 22위로 매우 취약

연구목적

• 강점인 활동 부문의 순위는 전년과 동일(2위)하고, 약점인 환경 부문의 순위는 전년대비
1단계 상승(23위→22위)

▒▒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수(COSTII*)를 통해 국가별

< 한국 부문별 평가결과 >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 비교·분석
* 과학기술혁신지수(COSTII: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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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과학기술혁신의 전 과정을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등 5개 부문으로

구조화하여,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점수

순위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자원

1.306

1.422

1.635

1.818

1.885

13

10

10

9

6

활동

3.596

3.937

4.097

4.191

4.115

5

3

3

2

2

네트워크

1.236

1.505

1.600

1.896

1.693

19

18

13

11

8

환경

3.139

3.269

3.180

2.876

2.908

18

19

20

23

22

성과

1.821

1.878

1.875

1.872

1.931

7

7

8

10

8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평가의 기본 틀 >
투입

성과
자원
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

시사점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균형 잡힌 향상을 위해 제도적 인프라, 과학문화 등 기반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한국의 연구개발투자총액, 기업연구개발투자,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세계 최고수준

활동

네트워크

성과

연구개발투자
창업활동

산·학·연 협력
기업 간 협력
국제 협력

경제적 성과
지식창출

환경

--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효율화 및
투자인프라 선진화 등 글로벌 선도전략 필요
• 지원제도와 문화 항목,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정도(26위)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26위)
등 사회적 제도 및 인식과 관련한 지표는 하위권에 고착
-- 과학기술 대중화를 통한 긍정적인 과학문화 생성, 과학문화 지속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필요

지원제도
물적 인프라
문화

-- 수요 지향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발굴,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 평가지표는 5개 부문, 13개 항목, 31개 지표(정량지표 27개와 정성지표 4개)로
구성

▒▒ 지속적인 COSTII 지표체계 검토를 통해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국내·외에 홍보활동을

강화해 COSTII의 지속적인 활용제고 방안 모색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평가지표 >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인적자원(3)
•조직(2)
•지식자원(2)

•R&D투자(5)
•창업활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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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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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심의업무 효율화를 위한 예산현황 시계열 통계 분석·자료 제공 기능 개선 및
예산사업 이력 추적 기능 강화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 과학기술 관련 통계 관리 및 분석 업무 고도화
-- 과학기술통계, 조사·분석, 기술수준평가, 과학기술예측 등 각종 통계지표 현행화
-- K-STIP Scoreboard 통계 정보 추가 제공 및 과학기술통계 관리 기능 개선

연구책임자 전승수
▒▒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분석 기반 의사결정 지원 포털 구축

• 과학기술정책 관련 정보의 종합 제공을 통한 정책결정지원통합 포털 서비스 위상 강화

연구목적

▒▒ 증거 기반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책 환경

< 과학기술 정책정보 서비스 DB 통합 >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 제고
•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를 통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축
•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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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결정지원 포털 서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강화
•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장비, 데이터 관리도구(OLAP, ETL) 도입 및 국내·외 전자저널 등 DB 구매

• 과학기술 정책기획·예산조정·사업평가·관련통계 자료 등을 활용한 심층분석
의사결정지원 서비스 개발

시사점
연구내용

▒▒ 개방형 과학기술혁신 정책기획·조정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과학기술혁신 정책기획·조정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분석 기반 제공
-- 범부처 중장기계획 정비현황을 반영한 연계·조정 지식베이스 개편 및
과학기술 정책·인력 실태조사 정보 제공
※ 미래비전2040, 이공계인력실태조사, 지방R&D실태조사, 지방과학기술연감 등

-- 예산·평가 전문가 POOL 확대 및 과학기술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이슈 분석 및 대응 기능 강화
• 국내·외 정책동향 및 정책이슈 종합 분석·공유 기반 구축

▒▒ 개념 확장을 통해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인텔리전스 체계의 중심 서비스로 확대ㆍ재편

• 과학화 연구범위 확대와 연구 추진방법의 효율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증진 및 적시·
적합한 콘텐츠 제공
• 유관 정책기관 및 연계 서비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정보 공유ㆍ연계 체계 구축
• 증거에 기반을 둔 기획·평가, 정책조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史庫(사고)’의 역할 기대
▒▒ 다양한 연계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험 요소 사전 발굴·제거 필요성

증가

-- 미래사회와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기술동향 자료에 대한 종합
관리·분석 체계 구축

• 특허, 논문, 시장자료는 저작권의 문제로 외부사용자에게 제공이 제한되어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국내·외 최신 과학기술 정책과 이슈 동향 제공 및 과학기술 관련 정책·기술
동향 심층분석 공유 체계 구축

• 대외 자료 연계 확대에 따라 외부 생성 데이터 및 서비스 구조 변경에 따른 전면적인 추가
개편의 위험성 내포

※ S&T GPS 국내·외 정책동향(27,989건), 정책이슈분석(720건), 동향심층분석(59건) 신규 연계
제공 등

• 연계시스템 운영주체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정책의 변경 및 시스템 전환 작업 수행
필요

▒▒ 예산조정, 성과평가 업무지원 및 과학기술 통계 관리 개선

• 연구개발 예산조정·배분 업무 개선 및 평가업무 지원기반 마련
-- 예산사업 중심의 R&D 전주기 정보제공을 통한 정책·투자·예산·평가의
연계현황 및 상세정보 제공
※ 연계·제공건수: 중장기계획(223건), 기술성평가(19건), 예비타당성조사(110건), 예산사업
(6,501건), 조사·분석사업(3,649건), 성과(589,011건), 평가(513건)

▒▒ 적시·적합한 업무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협업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서비스

활용도 제고
•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콘텐츠 개발 참여
• 요구사항의 정의, 분석, 변경의 과정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의 정합성을 높여
정책지원 도구로서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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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처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수행 사업명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015년
상반기

산업부

제조업 혁신 3.0기반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해수부

연구책임자 임 현

Korea Clean Carbon Storage 프로젝트사업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10개 사업

연구목적

▒▒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 2015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사업 목록 >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구분

*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

산자부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2015년

미래부

▒▒ R&D 부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획력이 미비한 사업 및 대형

시사점

• 예비타당성조사 : 16개 사업
<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사업 목록 >
구분

부처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통해 부처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력 향상과
사업 추진 시 성과 제고에 기여

* ’15년에 조사를 착수한 사업 기준예비타당성조사 : 16개 사업

과학로켓센터 건립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글로벌 시장형 창업사업화 R&D사업
중기청

• 신규 투자의 적절성을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전문적·객관적으로 조사

수행*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방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연구내용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사업

•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SOC 등
기타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괄 수행

▒▒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16개 사업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10개 사업 조사

수행 사업명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 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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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의
불확실성 경감

수행 사업명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사업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산업부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
주력산업 공정부품용 하이브리드섬유 사업화사업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사업(백신 3.0 프로젝트)

2014년
하반기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지원체계 구축사업
신산업창조 프로젝트사업
미래부

ICT융합 Industry 4.0S(조선해양)
건강노화과학 기술개발사업

환경부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복지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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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통해 예산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수용성 제고

2015년 국가R&D사업 사전분석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판)」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과
대전에서 각 1회씩 총 2회 실시 (1회 4시간 과정)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담당관과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KISTEP
내부연구진(PM)이 강사로 활동

연구책임자 강현규

• 2회의 교육동안 재정사업 담당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R&D관련 담당자 130
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 참가자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종합만족도 : 4.39 (만점 5.0))

연구목적

▒▒ 국가R&D사업 사전분석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R&D 부문

▒▒ 연구·기술동향 및 조사에 활용되는 방법론 파악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10회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 및 수용도 제고

전문가 세미나 개최

•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운영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를 통해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나노임프린트, CO2 지중저장, 지능로봇, 역분화 줄기세포 등의 기술분야와 질병균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전력분야 R&D 성과분석 등 조사방법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세미나 실시

•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통해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
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및 국내 R&D사업 기획역량의 제고에 기여
• R&D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도출

▒▒ R&D 부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실효성 있는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 ’14~’15년에 R&D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 (64명 대상, 55명 응답)

연구내용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제도, 수행체계 및 진행 방식, 조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한 설문문항을 설계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시장 수용도를 측정하고 개선방향
도출

▒▒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개최(연간 4회)를 통해 세부

분석방법론의 개발 및 보완과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방안 논의
• 각 회별로 기술, 정책,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KISTEP 내부연구진 등 30여명이
참석
• 내부연구진의 분석방법론 연구결과 및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위탁연구과제의
중간 및 최종결과에 대한 토의를 통해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

2015년
제1회
(5/20)
2015년
제2회
(6/11)
2015년
제3회
(9/25)
2015년
제4회
(10/14)

발제 내용

발제자

“새로운 분석방법론에 대한 도전”
산업기술 R&D사업의 시장규모 예측 사례 조사 및 적용방안 연구
Kano model 기반의 2D-AHP 기법 개발

박정일(KISTEP)
정욱(동국대)

“R&D사업 CVM 적용 및 기술사업화 지원”
대형 R&D사업의 CVM 적용 사례 연구
기술사업화 정부지원 현황 및 이슈

▒▒ KISTEP은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객관성, 그리고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R&D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재정 운용절차로써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총괄기관인 KISTEP 위상도 제고

< 2015년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개최 >
회차

시사점

김동근(KISTEP)
박종복(경남과기대)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고도화 I”
특허 갱신정보를 활용한 기술분야별 진부화 곡선 추정

주시형(전남대)

자연재난의 피해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허종완(인천대)

•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법론을 고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유지·강화 필요
•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규 R&D 사업을 기획하거나 R&D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의 범위 및 방법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강화 필요
• 다양한 분야의 R&D사업이 기획되고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지속적으로 최신
연구·기술동향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R&D사업으로 기획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 및 전문가 파악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필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고도화 II”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개정내용 및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방안

유경만 (NFEC)

계량모델 활용을 통한 시장점유율 산정의 효율성 분석(IT분야를 중심으로)

김봉훈(맥스틴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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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EP에서 수행했거나 진행 중인 18개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사업 중 조사가

완료된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항목 등을 검토하고, 계속사업에 대해 추후 진행될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 조사 항목 제시

R&D 부문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일관성 제고 연구

•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 타당성 분석 항목 중 기획과정의 적절성
분석은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연구책임자 박정일

연구목적

• 기술적 타당성 분석 항목 중 사업목표의 적절성,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에서는 계속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선택 질문 항목을 추가하고 참고자료로서 성과검증 방법론 제시
• 정책적 타당성 분석 항목에서는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가 계속사업에 대한 검토이므로
평가체계 등 전주기적 사업관리체제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이
바람직

▒▒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 R&D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국가R&D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에서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을 관행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조 조정 노력
필요

•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항목에서는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가 적정 사업 규모를 재검토하여
효율적 대안을 제시함이 목적이므로 적정규모 산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수행 필요
• 조사가 완료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항목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일관성
유지를 위한 기본 목차(안) 제시

• 연구개발 부문에서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은 지원규모
축소 또는 일몰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R&D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
▒▒ 현재 R&D 부문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 R&D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준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존재하는 시점
▒▒ R&D 부문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 2에

의거하여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조사를 수행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R&D 부문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조사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한계 존재

연구내용

시사점

▒▒ 추후 진행될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목차 및 분석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조사의 일관성 유지에 기여
•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을 통해 R&D 부문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에 대한 조사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조사의 일관성 및 설득력 제고에 기여
•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연구진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기여
• 추후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가이드라인 또는 관련 지침을 발간하기 위한 사전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연 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경험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 조사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추후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방향의 참고자료로 활용
• 계속사업에 대한 적정 사업규모 재검토를 위한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추진과정의 합리성 확보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의견 제시
• 사업계획적성성재검토 조사 과정에서 기획주체의 애로사항인 시간 제약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요구 명확화 및 분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분석항목 상세
설정 요구
▒▒ 본격적인 조사 착수 이전에 연구진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조사기간의 단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초 자료 요구 목록 작성 및 제안
• 기초자료 요청 목록은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사례를 토대로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자료 위주로 구성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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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분석을 통해 부처의 기획보고서에서 추정된 편익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요인들 추출

IT 분야의 국가R&D사업 편익사례 분석과
개선 방안의 도출

• 각 항목이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편익격차 발생항목으로 지적된 사례조사 건수
조사

연구책임자 조재혁

▒▒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편익격차 발생항목에 대해 편익추정 저해 요인과의

영향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 수행

연구목적

• 영향도 산정은 항목별로 영향도를 조사하는 방식과, 항목별 영향도와 편익격차 발생항목의
사례 가중치(사례 발생 수) 산정 방식으로 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광범위하며 사업별 고유 특성이 존재하는 등 그 성과나 편익

유형을 표준화하기에는 어려움 존재
▒▒ 편익추정 저해요인과 편익격차 발생항목 항목 간 연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편익격차를

• 복합적인 연구로 구성되어진 사업이나 사업별 고유 특성이 존재하는 사업 등의
경우 사업의 추진에 의한 편익 추정 어려움

유발하는 주요 발생요인 도출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부문의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논리 근거 도출과 보완이 필요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편익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들에 대하여 상세 사례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편익산정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또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사례에 적용하여 효과성
검증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추정 저해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OECD 편익추정

연구, 편익추정 관련 기존 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분석의 상관관계 분석
< 본 연구의 개념도 >

* 연구개발사업에서 편익추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의미하며, 기존 OECD(’07)보고서,
기존연구, 예비타당성사례를 고려하여 도출함

연구 개념도

• 도출된 편익추정 저해요인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편익추정 시 객관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 고려요소로 활용 예정
▒▒ 부처의 편익추정 방식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검토안을 비교하여 편익추정

격차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편익격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용적 기준 및 지침 마련
• 편익추정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과 관련된 편익 항목의 효율적 조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여 편익추정 격차 조정 시 부처와의 업무 효율성 제고

연구내용

1

본 연구의 예비타당성 조사 편익추정 저해요인의 우선순위 및 중복성 분석

1-1

연구개발 편익추정 저해요인 가중치 도출

1-2

연구개발 편익추정 저해요인 간 중복도 도출 및 가중치 보정

2

기존 예비타당성 기획보고서의 편익추정 격차 항목 도출 및 항목별 사례조사 건수 조사

* 부처 기획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시 제시된 편익항목이 예비타당성조자 연구진을 통해 조정된
항목을 의미함

• 도출된 편익추정 저해요인의 우선순위와 중복성을 분석하고, 편익추정
저해요인과 예비타당성조사 편익격차 발생항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연구개발 편익추정을 저해하는 주요 발생요인을 도출·분석

시사점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분석

3

편익추정 저해요인과 편익격차 발생 항목 간 영향도 조사

3-1

편익격차 발생요인 항목에 대한 영향도 = 항목별 영향도 결과값

3-2

편익격차 발생요인 항목에 대한 영향도 = 항목별 영향도 결과값×항목별 사례조사 건수

4

연구개발 편익추정 저해요인 및 편익격차 발생요인 항목 간 연관관계 분석

계량모형 적용

5

핵심 편익격차 발생요인 항목 상세 사례분석, 개선방안 도출 및 적용

사례조사 및 비교,
시나리오 적용

▒▒ OECD의 연구개발 편익추정 보고서, 연구개발 편익추정 관련 기존 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기반 편익격차 발생항목*을 조사하고 편익추정 저해 요인
도출

전문가 설문
(항목간 가중치 및
중복성 검토)

전문가 설문 및 분석

▒▒ 편익추정 사례분석결과를 보면 상당부분이 공통적인 사유로 인한 조정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통적인 조정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근거 제시를 위한 정의 및 상세 방법론
제시
▒▒ 본 연구의 방법론을 통해 편익추정 저해요인과 편익격차 발생항목, 각 요인 간 중요도 및

중복도, 연관관계 등 도출
▒▒ 편익추정 저해요인의 AHP 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 간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저해요인 간 중복도 도출

▒▒ 도출된 중요도에 따라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사업기여율, 이전편익, 간접편익 등의 개선방안

및 적용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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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심의 지원 및 정부R&D 예산편성 지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R&D 예산
편성 지원

• 중기 총량규모 설정 및 ’15-’19 중기사업계획 심의
--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중기 R&D투자 총량규모를 설정하고,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 GDP 대비 R&D 투자비중 5%,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 18%, 기초연구 투자비중 40%

-- KISTEP의 전문성과 증거기반 분석을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슈* 도출 및
정책대안 제시

연구책임자 안승구

* 장기계속사업 일몰전환,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개선, 출연금 비목개편, 출연(연) 산학협력 강화, 출연(연)
지역조직 설치운영 효율화,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등

연구목적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국정과제 달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장기

• ’16년도 R&D 예산 편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성과 중심 R&D를 위한 10대
재정개혁과제」 수립

(’15-’19) 투자방향과 재정운용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차년도(’16) R&D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여 R&D 투자 효율성 제고

-- R&D 예산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처별 R&D 사업 심의, 창조경제 예산(안)
검토, 출연(연) 예산편성 지원, 국과심 예산배분·조정(안) 검토 수행

•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의 R&D 투자 규모 및 정책방향 제시

-- R&D 투자 효율성 저해 요인으로 반복 지적되던 10대 이슈를 선정,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도개선(안) 수립·시행

-- 한국 R&D 투자 현황 및 성과 분석, 대내외 환경요인 분석을 통해 국정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R&D투자 전략 제시
• (R&D 예산 편성) ’16년도 정부R&D 예산 편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R&D 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 제고

< 성과 중심 R&D를 위한 10대 재정개혁과제 >
R&D
재정사업
원점재검토

-- R&D 투자의 비효율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연구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수립

R&D투자 효율화

연구내용

▒▒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운용을 통해 성과 중심의 R&D 체계 정립 및 창조경제

조기 실현을 위한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R&D
관리체계 정비

• 성과 중심의 R&D 체계를 정비하고 창조경제 조기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R&D 투자 규모 및 중장기 투자 방향 제시
-- (중점 투자분야)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및 융합연구 확대, 벤처·중소기업
육성, 연구 성과 사업화 촉진, 기존산업 고도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과학기술의
공공·사회적 책무 강화 등
-- (투자 효율화) R&D 기획·관리체계 혁신, 장기계속사업 전면 검토, 수요자
중심 R&D 시장지향성 강화, 지역 R&D 기반구축사업 효율화 등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고(8회), 일선 연구자 및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1회) 개최

시사점

①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
②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③ 유사·중복사업 정비
④ 정부R&D 참여 민간기업의 매칭비율 상향
⑤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바우처 도입
⑥ 지역 R&D 센터의 지역책임성 강화
⑦ 출연(연) 민간수탁 과제 확대
⑧ 연구장비 및 과제 관리 체계화
⑨ 출연금 및 연구용역비 비목 개편
⑩ R&D사업을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포함

▒▒ 국내·외 환경변화와 우리의 역량을 고려한 단기(’16)·중장기(’15-’19) R&D 투자방향, 중점

투자분야 및 구체적 투자전략 제시
▒▒ R&D 효율성 저해의 주범으로 지적받던 10대 이슈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정립에 기여

<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부R&D 투자방향 >
투자 목표

중점
투자분야

효율화
·
내실화

성과 중심의 R&D체계 정립 및 창조경제 조기 실현 뒷받침
①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확대 및 융합연구 활성화
②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지원 확대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③ 첨단기술과 제조업 접목을 통한 기존 사업 고도화
④ 미래성장동력 지속 육성 및 신시장 창출 지원
⑤ 과학기술의 공공·사회적 역할 강화
⑥ R&D 기획과 관리체계 혁신
⑦ 성과평가 환류 기능 강화 및 장기계속사업 전면 검토
⑧ 유사·중복 사업의 체계적 정비
⑨ 수요자 중심의 R&D의 시장지향성 강화
⑩ 지역R&D 기반구축사업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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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투자 성과 진단 및 미래방향 모색

2015년 전략적 R&D 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 지난 50년간 국가R&D의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산업적 성과, 국가R&D 우수사례 등 성과
분석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현재 국가R&D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도출
• 한국의 미래상과 이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기여 분석 및 향후 과제 및 중점 추진 전략
제시

연구책임자 임 현

▒▒ R&D 예산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R&D 예산정책 콜로키움)을 통해 정기적으로 예산정책

연구목적

관련 핵심이슈 논의 및 정책 대안 도출

▒▒ 급변하는 대내외적 정책 환경을 고려한 기술·정책 분야별 투자전략 및 재정

효율화 방안 등 R&D 투자 방안 마련
• 창조경제 구체화를 위한 R&D 생태계 조성 등 전략적 예산배분 및 편성에 대한
정책 기반 구축 필요
• 복지 수요 증가, 국정과제 이행 등 정부재정의 압박 요인 증가에 대비한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 확보 방안 도출 필요
▒▒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추진 50주년이 도래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황 진단을 통해 미래 50년 과학기술 정책의 비전 수립 필요

시사점

▒▒ 저성장 지속, 인구구조 변화 등 최신 혁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구축 필요

• 주요국은 국가 역량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 실행하고
있으며, 조세지원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혁신전략 활성화 도모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방향 모색 필요

•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 측면의 제도 개선 필요
• 산업기반 기술인 소재부문, 공공R&D 영역인 보건의료 기술의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한
R&D 투자 전략 모색 필요

연구내용

▒▒ 주요국의 R&D 중장기 투자전략, 과학기술 혁신 관련 주요 이슈 분석

• (G20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G20 국가들의 최신 정책 동향, 추진 전략 등
분석
• (조세지원) 민간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국의 R&D 조세지원 제도 비교·
분석

•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의 수월성 확보 및 제품기반 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R&D
사업 추진 필요
▒▒ 안정적 과학기술 운영 체제 구축,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 혁신 지향적 R&D 평가제도

정착,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설정 등 국가 과학기술 전략 모색 필요

• (미국) 중장기 전략 목표, 목표의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 등 R&D 주요이슈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미래 50년 국가상 실현을 위해 미래 유망기술 선도 개발, 전 국민의 신지식인류화, 성숙하고

• (일본)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5”등 최신 과학기술 혁신 관련 정책·
전략 분석

보편화된 지식인프라 구축, 과학기술외교 강화, 통일한국 대비 혁신시스템 구축 등 추진
전략 실행

▒▒ 기술분야별 정책 동향 및 R&D 성과 분석

• (사물인터넷) 국내·외 사물인터넷(IoT) 정책 추진 방향 점검 및 관련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제시
• (소재기술) 주요국의 소재기술 정책 동향 분석 및 기술무역 역조 개선을 위한
한국의 대응 방안 모색
• (보건의료) 보건의료산업 관련 R&D 투자·성과 분석 및 R&D 효율화·성과
개선 방안 도출
• (나노기술) 나노기술 관련 특허 출원 동향과 융합 기술 개발 동향 조사 및 R&D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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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R&D 지원과 고용과의 관계 분석 >

정부R&D 투자의 효과분석 모형에 대한
탐색연구

변수

연구책임자 최대승

연구목적

▒▒ 정부의 R&D 지원이 가져오는 고용창출의 효과 유무를 파악하고 국내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다양한 계량분석 방법들을 활용하고 산업단위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부
지원과 고용과의 상관관계 추정
•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고용창출을 고려한 R&D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의 활용을 목표로 설정

연구내용

▒▒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형(CGE 모형) 개발을 위한 구축 로드맵 수립

• R&D 투자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100여개에 대한 내용 및 분석 모형을
연구 단위(기업-사업-국가)로 조사·정리
▒▒ 정부의 R&D 지원이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산업별 패널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분석 1], [분석 2], [분석 3]의 실증분석 수행
• 정부 지원에서 고용창출에 이르는 단계별 분석 및 통합분석을 다각도로
수행하여 정부의 R&D 지원 → 산업의 총 R&D 투자 → 고용 창출에 이르는 관계
파악

분석 3

산업 R&D투자

모형2(2SLS-RE)

모형3(2SLS-FE)

0.3157***(0.0234)

0.4117***(0.0195)

0.4202***(0.0203)

lnW

-0.3372***(0.0859)

-0.0597(0.1669)

-0.1322(0.5314)

lnSrd

0.5045***(0.0273)

0.2640***(0.0262)

0.1268***(0.0305)

lnG

0.0663**(0.0274)

0.0807***(0.0150)

0.0611***(0.0153)

lnG_1

0.0090(0.0264)

0.0145(0.0139)

-0.0021(0.0140)

기타 통제변수

년도, 기술 및 경쟁 수준, 벤처비율

년도, 기술 및 경쟁 수준, 벤처비율

년도, 기술 및 경쟁 수준, 벤처비율

Constant

0.2054(0.2787)

0.2822(0.5221)

2.2419(1.8297)

R-sq(overall)

0.8792

0.8647

0.8414

관측치수

636

636

636

관측그룹수

-

148

148

주 : 유의수준은 *p<0.1, **p<0.05, ***p<0.01

시사점

▒▒ 정부R&D 지원이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한다는 가설 지지

• OLS,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3SLS, GMM 등 다양한 계량분석 방법을 활용, 전체 및
단계별 효과를 분석. 일관되고 안정적인 분석 결과 도출
• 단, 각 분석의 결과가 0.06~0.08 정도의 상당히 작은 탄력성을 보여, 정부의 지원이 두 배
(100%)로 증가하더라도 실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6~8%로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측면에서는 매우 미미
• 고용 창출 또는 소멸의 상당부분이 패널 외부로의 기업 이탈 및 유입으로 설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업수준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할 분석 결과 제공
▒▒ 정부의 R&D 지원이 신제품 개발과 혁신에 집중될수록, 경상적 지출의 R&D로 활용될 수

• 단, 본 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R&D 정책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의 절대적 크기는
미미한 것으로, R&D 정책 자체가 고용창출의 핵심 정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임. 여타의 고용
창출 정책과 연계한 적절한 혼합정책(mixed policy)을 통해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기여 가능

분석 1

정부R&D 지원

모형1(OLS)

lnK

있도록 하는 것은 고용의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

< 계량 분석 전략을 위한 체계도 >

분석 2

종속변수 : lnE

고용창출

산업, 시장, 기업 특성 등 여타 R&D 환경

▒▒ Pooled OLS와 2SLS 확률효과 모형, 2SLS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정부의

지원(lnG)과 고용(lnE) 사이의 관계 분석
• 정부 지원과 고용이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모든 모형에서 이 같은
관계가 안정적으로 나타남
• 연립방정식 모형을 추정한 3SLS 모형 분석의 결과도 정부 지원이 최종적으로
고용과의 양(+)의 상관관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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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출연(연) 특허활용제고방안에 대한 실무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

방식을 통해 결과 분석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특허
현황분석 및 활용도 제고방안

• 전체 실무자들의 응답으로 1계층의 경우 기관별 IP 역량 강화, 특허활용 방법의 다각화,
미활용특허 발생 원천방지 순으로 중요하게 판단

연구책임자 유희수

• 기관유형별 분석에서는 사립대가, 직급별 분석에서는 부서장 및 책임급이 응답항목에 대한
인식 선호도 차이 명확
• 정부 정책의 영향이 공공기관 보다 비교적 적게 미치는 사립대에서 정책에 대한 선호도
차가 큰 것은 사립대에 영향력이 있는 정책 위주의 결과로 판단

연구목적

• 부서장 및 책임급이 대체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많은 경험이 바탕이 된 중요도
결과로 판단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활용특허 및 미활용특허의 구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이를 실제 특허활용수준조사에 활용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성, 특허의 기술적·권리적 특성과 시장에서 활용되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활용특허 및 미활용특허의 개념을 설정하고
구분 기준 마련
• 마련된 특허활용 구분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특허활용수준조사를 실시하여
특허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특허활용 제고방안 도출
• 정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구분요소에 따라 마련된 기준에 의해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특허활용수준을 조사·분석한 결과는 특허활용 촉진정책
수립에 중요 정책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

시사점

▒▒ 질적 성과평가 제도의 도입

• 성과평가의 평가지표에 특허활용률을 포함시켜 특허전략에 대한 고려 없이 무의미한
특허출원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제어
• 동시에 논문 등 학술성과 지표를 유지 또는 확대하고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익을
주요지표로 포함시켜 연구자와 기관의 도덕적 해이 사전 방지
▒▒ 과제별·기술별 차별화된 IP 전략의 활용

연구내용

▒▒ (특허활용수준조사) 활용 및 미활용특허 구분기준을 바탕으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 과제의 성격 및 과제를 통하여 개발되는 기술의 특성에 맞추어 적합한 특허전략, 상황에
따라서는 출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전략 필요

특허활용수준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 분석
• 최근 3년간 과학기술원은 보유 등록특허의 포기를 꾸준히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유특허 포기에 의한 미활용특허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
• 특허활용률은 국공립대가 소폭 상승, 과학기술원이 급격한 하락, 출연(연)이
높은 활용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
• 경제적 특허활용에서는, 대부분의 특허가 일반적 기술이전 형태로 활용되었는데,
과학기술원은 양도 방식, 출연(연)은 타사실시 방식의 활용 비중이 큼

▒▒ 새로운 기술사업화 모델의 개발 및 도입

• 연구원 내 EIR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원 창업에 의한 직접 사업화를 활성화하여 특허활용률
제고
• 특허관리의 측면에서도 EIR에 해당하는 개인이 사업을 위한 특허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긍정적인 효과 예상

• 전략적 특허활용을 살펴보면, 패밀리특허와 IP포트폴리오는 과학기술원과 출연
(연)에서 활용도가 높았고, 특허기술마케팅에서는 대체로 출연(연)은 내부에서,
과학기술원은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
▒▒ (특허활용제고방안 분석) 출연(연) 특허활용제고방안 실행계획의 추진현황 검토

및 유효성 분석 실시
• 출연(연) 특허활용의 목표, 추진방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도의 특허활용
제고방안 실행계획의 추진현황 등 검토
• 출연(연) 특허활용 제고방안은 미활용특허 발생의 원천방지, 특허활용 방법의
다각화, 출연(연) IP 관리역량 강화 등 추진방안과 세부 실행계획 포함
• 세부 실행계획을 실제로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토대로 유효성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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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54

-- 새롭게 보조금을 수혜한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정부R&D 사업이 중견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계속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수혜한 중견기업은 R&D집약도와 보조금이 매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실증분석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4년간 성과가 두드러진 중견기업 5개를 선정하여

연구책임자 안승구

심층인터뷰 진행

연구목적

• 적극적인 R&D 투자와 프로젝트에 대한 임직원의 몰입은 성공적인 R&D 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

▒▒ 중견기업은 기업 생태계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잇는 ‘중간다리’ 역할을

• 새로운 트렌드 기술에 대한 관심과 연구 노력도 경주해 나가면서, 단품위주의 기술개발에서
벗어난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경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 차지
•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0.12%를 차지하지만, 국가 총 매출의 15.4%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자사가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로부터 점진적으로 다른 분야의 기술로 확대해
나가는 포트폴리오 전략 실행

•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중견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
▒▒ 중소기업에 비하여 학제적·정책적 측면에서 다소 소외된 중견기업에 대한 R&D

투자의 현황, 애로, 성과 등에 대한 분석 필요
• ’14년부터 중견기업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심도 있는 실증분석 결과 부족

시사점

▒▒ 중견기업 전용의 R&D 사업 개발 및 확대

• 현행 중견기업 대상 R&D 사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모됨에 따라 중견기업만의 독자적
특성 반영 제한
▒▒ 중견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R&D 사업 설계

▒▒ 정부R&D 사업이 중견기업의 자체 R&D 투자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 중소기업 졸업연수, 업종, 해외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맞춤식 설계 필요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및 투자방향 제시
▒▒ 중견기업의 정부R&D 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 프로세스 구축

• 각종 행정 절차와 공모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연구 부담감 완화 필요

연구내용

▒▒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

• 한국은 「중견기업특별법」에 의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는 일관된 정의
채택
• 한국 이외에 프랑스, 대만 등에서만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외의 국가들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시책 모색
▒▒ 정부R&D 사업이 중견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실증 분석

• 중견기업 153개, 중소기업 200개, 총 353개 기업을 대상으로 ’11~’14년의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DID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

▒▒ 중견기업의 유망기술에 대한 기술로드맵 구축

• 각 부처의 개별 기술로드맵과 연계되면서도 중견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정성 및
차별성을 갖춘 중견기업 기술로드맵 제시
▒▒ 중견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차별화

•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특성을 각각 고려하여 혼재될 수 있는 영역과
고유 영역 구분
• 중견기업 관련 통계의 정례화 및 체계화를 통해 최신 데이터의 유지·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 마련

•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와 기업성과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정부R&D
투자와 기업R&D 투자의 관계, 그리고 기업R&D 투자와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정부R&D 보조금의 기업R&D 투자 유인효과는 중견기업에서 더욱 유의미함
-- 당기 조세지원은 중견기업의 R&D 투자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R&D 집약도는 중견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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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외활동

국제 행사

제1회 아시아혁신포럼 및 ASTN 발족

제6차 아시아·태평양 젠더서밋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소장 이혜숙), 한국연구재단(NRF, 이사장

함께 제1회 아시아혁신포럼(Asian Innovation Forum)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그랜드 앰배서더

정민근)과 함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더 나은 과학기술 : 젠더혁신을 통한 사회적 영향 확대」를 주제로 제6차

서울에서 개최했다.

아시아·태평양 젠더서밋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더 나은 아시아를 향해, 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Towards Better Asia, Seeking New Possibilities of

2011년 유럽에서 시작된 젠더서밋 (Gender Summit)은 과학·기술·공학·수학·의학(STEMM) 분야에서 젠더결함이

Innovation)」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 아시아 각국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동향과 혁신

없는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혁신에서의 젠더이슈를 제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3년 북미로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성장을 논의했다.

확대되었고 2015년에는 아프리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산됐다.

박영아 KISTEP 원장의 환영사와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로하나 빈티 람리(Rohana

이번에 열린 제6차 젠더서밋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과학기술계의 젠더다양성 확보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남녀가

binti Ramli)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의 축사로 시작된 첫날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특별기조발표를 했다. 일반

조화롭게 활동하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적 진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세션 I, II에는 인도 자히르과학재단의 모신 칸(Mohsin Khan) 박사, 중국과학원 과기정책관리연구원의 롱핑 무

박영아 KISTEP 원장은 27일 진행된 갈라 디너(Gala Dinner)에서 KISTEP이 연구한 젠더혁신지수(GII : Gender

(Rongping Mu) 박사 등을 비롯해 10여 명의 연사가 발표했다.

Innovation Index)를 발표했다.

둘째날인 26일에는 아시아 각국의 과학기술혁신 싱크탱크 네트워크인 ASTN(Asian STI Think Tanks Network)

< KISTEP이 개발한 젠더혁신지수 지표 >

발족식이 열렸다. 자크리 압둘 하미드(Zakri Abdul Hamid) 말레이시아 총리 과학수석의 축사로 진행된
대분류

발족식에는 아시아 11개국 15개 기관이 참여하여 아시아 혁신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소분류

ASTN에 참여한 11개국 15개 기관은 향후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아시아 각국은 물론 대륙이 직면한
문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갈, 환경 문제 등 글로벌 어젠다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국가별 접근에서 탈피하여 아시아의 거점 기구로서 대응할 전망이다.

여성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도

움직임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전략을 세우고자 서약하는 자리”라며 “ASTN 발족을 통해 아시아의

교육

< Asian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Think Tanks Network(ASTN)발족 참여 >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한국

중국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GSNPP),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국가

기관명

베트남

National Institute of Patent and
Technology Exploitation (NIPTEX)

Institute of Policy Management,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IPM)

파키스탄

ECO Science Foundation (ECOSF)

Chinese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CASTED)

캄보디아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

일본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ISTEP)

인도

Zaheer Science Foundation (ZSF)
Academy of Sciences (ASM)

대만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ITRI) of Taiwan

카타르

Qatar National Research Fund
(QNRF)

말레이시아 Perdana School of STI Policy,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 (UTM)
Malaysian Industry-Government Group for High Technology
(MIGHT)

카자흐스탄

젠더혁신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의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성
국가연구개발 사업 선정에서 성·젠더 분석에 대한 고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관명

새로운 연구 방법론에 대한 수용도
여성들의 과학기술 분야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사회적 기반

박영아 KISTEP 원장은 “아시아혁신포럼과 ASTN은 단발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 비전으로 시작하는

국가

지표
남성 소득 대비 여성 소득

여성개발

참여

연계

지식기반

지식의 발전
연구개발 활동

3차 교육기관의 과학분야에서 여성 학생 비율
3차 교육기관의 공학, 생산, 건축 분야에서 여성 학생 비율
전체 연구자 수 대비 여성연구자 수 비율
여성 연구자의 증가율
여성 연구자의 이동성(해외에서의 6개월 이상 전문분야 경험 여부)
멘토링·리더십 프로그램 등 여성과학기술 인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 활성화 여부
GDP 대비 총 연구개발투자
성 및 젠더분석 기반 연구 방법론에 대한 학습·경험 여부
성 및 젠더분석에 기반한 논문 비율
성 및 젠더분석에 기반한 특허 수 (최근 10년)

National Agency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NATD)

133
2015 연차보고서

132

주요 대외활동

국제 행사

제7회 한·독 학술대회, 『Science and Innovation』 세션

세계과학기술포럼, 『STI Policy and R&D』 세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0월 13일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7회 한·독 학술대회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세계과학기술포럼에서 『STI Policy and R&D』 세션을 개최했다.

「혁신을 위한 리스크 관리」 세션을 개최했다.

세계과학기술포럼은 미래부에서 개최한 세계과학정상회의(10월 19일~23일, 대전컨벤션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다.

1부에서는 혁신과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 최소화를 위한 정부·기업·학계 등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방안에

세계과학기술포럼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창조」를 주제로 산·학·연 및 공공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대해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 카이 잉고 보익트 프레드리히알렉산더대학교 교수, 김중구 2L Network 대표가

과학발전이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토론함으로써 OECD장관회의의 논의 기반을

주제 발표를 하고, 2부에서는 미하엘 데커 칼슈기술대학교 교수, 이상현 KISTEP 연구위원, 피트 셀케 디알로직

마련하고자 계획됐다.

선임연구원, 송해룡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각각 기술영향평가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날 세션은 ▶박영아 KISTEP 원장의 개회사 및 기조발표 ▶토브욘 로 이사켄(Torbjørn Røe Isaksen 노르웨이

박영아 KISTEP 원장은 “우리나라는 단기간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기술혁신이 가져올 경제적 이점에

교육연구부 장관 겸 OECD 장관회의 부의장), 투르키 빈 사우드 빈 모하메드 알 사우드(Turki bin Saud bin Mohammad

치중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Al Saud) KACST 원장, 정칠희 삼성종합기술원 부원장, 커티스 칼슨(Curtis Carlson) 전 SRI International CEO의 주제

과학기술혁신이 더욱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혁신에 의한 새로운 기회 창출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반되는

발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리스크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아 원장은 기조 발표에서 “인류는 현재 저성장, 소득불평등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및 환경 문제와 같은

한·독 학술대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한독일대사관, 사단법인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변화와 도전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좀 더

(ADeKo),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독일한림원(The Germ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Leopoldina),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미래지향적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프라운호퍼 한국대표사무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제발표에서 이사켄(Isaksen) 장관은 노르웨이 사례를 소개하며, 과학기술혁신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투르키(Turki) 원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과학기술혁신 계획을 소개하며, 연구개발의 사업화와 주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칠희 삼성종합기술원 부원장은 외부와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사업 환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사례로 소개했다. 마지막 연사인
커티스 칼슨(Curtis Carlson) 박사는 효율적 혁신을 위해 혁신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빠른 학습 역량을 강조했다.
박영아 KISTEP 원장은 “과학기술혁신정책 거버넌스와 실행에 있어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전문가 중심의 정책 주도, 정부의 일관적이며 통합적인 정책 설계, 혁신의 근본적인 원리를
적용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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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KISTEP-ISTIC 개도국 고위정책자 STI 교육 프로그램

KISTEP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포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유네스코 산하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협력 지원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급변하는 미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ISTIC)와 공동으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제7회 KISTEP-ISTIC 개도국

「2015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논의하는 포럼을 1월 21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고위정책결정자 STI 교육 프로그램』을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했다.

KISTEP이 발표한 「2015년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는 ▶미래변화 대응 ▶국가경쟁력 확충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본 교육과정은 ISTIC 회원국인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가의 고위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이행 등을 위한 3가지 니즈를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29개 정책과제도 함께 선정됐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이를 가능하게 한 과학기술혁신 사례를 소개·공유하는 자리다.

< 니즈별 이슈 >

이번 프로그램에는 아시아(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몽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술계 여성리더십 확산과 젠더혁신

이란, 이라크, 필리핀, 캄보디아, 오만, 터키), 아프리카(알제리, 라이베리아), 남미(수리남, 도미니카공화국) 등 총
17개국 과학기술 관련 국장급 이상 정책결정자 약 22명이 참가했다.

미래변화 대응 이슈

과학기술 중심의 통일강국 실현

5일간의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전략 기획, 예산배분·조정·평가에 이르는 한국형
R&D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각국의 과학기술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신 우주경쟁 시대의 발전 전략 수립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고, ‘새마을 운동과 한국의 경제개발’(영남대학교 한동근 교수), ‘스타트업 생태계’

21세기 미래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임정욱),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ODA 활동’(KOICA
기술총괄팀 김대환 팀장)의 특강도 진행됐다.

창조경제 시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확립

국가경쟁력 확충

행사 참가자들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를

한국 제조업 신 중흥시대 개척

둘러보고, 삼성혁신박물관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사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과학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노력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각국의 과학기술 이슈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country report 세션이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충

마련돼 참가자 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영아 KISTEP 원장은 프로그램 개최에 앞서 “본 교육 프로그램이 KISTEP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과학외교의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이슈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 실현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개도국의 리더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신 위험사회에서의 과학기술 역할 정립

고 밝혔다.
개최일

2015년 11월 23일부터 27일

장소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주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말레이시아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ISTIC)

참가국
프로그램

아시아(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몽고 등), 아프리카(알제리, 라이베리아), 남미(수리남, 도미니카공화국) 등 17개국
전문가 강연, 인터랙티브 워크숍(토론), 관련 시설 탐방, 문화체험

발표자로 나선 박영아 KISTEP 원장은 젠더혁신을 강조하며 “전 세계 과학기술계는 신약개발 임상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의 차이를 고려하고 편견을 제거해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여성경제와 관련된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조경제시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확립과
관련해서는 “정부R&D 예산 배분 시 민간이 주도하는 영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공공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정부는
사회적 편익, 시장실패 보완 등 민간이 취약한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신성철 DGIST 총장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번째 기적을 이루기 위한 소망과 열망이
있다. 그런 면에서 향후 5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 전략, 시대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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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불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R&D 혁신방안』 심층토론회

과학기술부 역대 장관 간담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8월 18일 전
과학기술부 장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부
역대 장관 간담회를 더팔레스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추진 50주
년에 즈음하여 역대 장관들과의 대담을 통해 그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과학기술정책 현황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아 KISTEP 원장은 “역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언론인, 산학연, 전문기관, 유관부처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부 장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서로 접할

「4만불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R&D 혁신방안」 심층토론회를 7월 2일 더팔레스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수 없는 생생한 과거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배경과

정민근 연구관리혁신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은 ‘정부R&D

어려움 등을 직접 접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가

혁신체계의 재설계와 성공요인’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과학기술의 거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 미시적 관리에

되었고, 앞으로의 정책 개발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치중한 정책, 기초과학/응용개발 정책의 혼재 등을 지적하며, 특히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 IBS식 기초분야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형투자보다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투자를 통한 기초과학 저변확대가 유효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들의 발표에서 박영아 KISTEP 원장은 “전 세계에서 GDP 대비 R&D 예산이 4.15%로 세계 1위인

< 간담회 참석 역대장관 >

한국은 이제 제대로 된 철학을 바탕으로 정부R&D를 수행하고 있는지, 각 혁신주체들이 국가적 목표에 맞는

재임시기

장관

제8대(1986년 8월 ~ 1987년 7월)

이태섭 장관

제13대(1990년 11월 ~ 1993년 2월)

김진현 장관

제14대(1993년 2월 ~ 1994년 12월)

김시중 장관

제18대(1997년 3월 ~ 1998년 2월)

권숙일 장관

제19대(1998년 3월 ~1999년 3월)

강창희 장관

제20대(1999년 3월 ~ 2001년 3월)

서정욱 장관

제21대(2001년 3월 ~ 2002년 1월)

김영환 장관

제22대(2002년 1월 ~ 2003년 2월)

채영복 장관

제26대(2006년 2월 ~ 2008년 2월)

김우식 장관

연구를 잘하고 있는지, 현재의 정부R&D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연구주체 간 협조를
잘하고 있는지 등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신준호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 과장, 문길주 전 KIST 원장,
신미남 ㈜두산퓨얼셀 대표, 민경찬 연세대학교 교수,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 등이 참여하여 박영아 KISTEP 원장의 주재 하에 약 120분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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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평가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심층토론회

양성평등 국가포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도전적인 R&D를 촉진하고 R&D 투자의 전략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R&D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1월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 여성신문(대표 김효선)과 함께

평가의 새로운 관점을 논의하고자 「정부R&D 평가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심층토론회를 10월 16일 양재동

「양성평등을 위한 혁신 이슈 발제」를 주제로 양성평등 국가포럼을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했다.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20주년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원년을 맞이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이번 토론회는 박영아 KIST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KISTEP 류영수 평가분석본부장의 “R&D의

문화와 정책을 되돌아보고 양성평등을 통한 미래혁신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혁신지향성 강화를 위한 평가전략” 발표 ▶KAIST 김소영 교수의 “과학기술 ‘정책평가’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

양성평등포럼은 ▶‘양성평등을 위한 혁신 이슈 발제’로 창조 정치의 탐색(발표1), 가족정책에서의 젠더혁신(발표2), 성

탐색” 발표 ▶KISTEP 이기종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다양성을 통해 달성하는 과학기술 혁신(발표3)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여성 리더의 시대를 꿈꾸며’를 주제로

주제발표에서 KISTEP 류영수 평가분석본부장은 “현재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이슈에 대응하기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창의·도전적 R&D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자에게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은 국가·경제·사회지표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형식의 평가를 도입하고 전문성 위주의 평가자 선정과 평가과정에서 이들의

정치사회 논의구조 설계, 대국민 홍보, 제도화 등을 아우르는 ‘창조 정치의 탐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능동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평등은 법의 효과성 확보와 불평등의 뿌리를 제거하는 교육, 행동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의 접근이

김소영 KAIST 교수는 “정책평가의 일환으로 선진국에서 활발히 진행하는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를

중요하다며 효과성, 혁신성, 실험정신을 토대로 한국의 성평등 국가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산과 평가의 연계 시 사업의 성과와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정책에서의 젠더혁신’을 주제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는 점을 강조했다.

자녀양육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홍 연구위원은 “과거 여성, 노동시장 중심의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산·학·연 전문가(이우일 서울대학교 부총장, 이관행 광주과학기술원 기전공학부 교수,

양성평등 정책 범주로 인해 가족실종, 성 평등 의식 결여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며 “남성과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윤석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본부장, 홍순형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양준석 한국전력기술(주)

성 평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무, 장병주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과장)가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의 R&D체제 변화에 맞춰 평가제도의

박영아 KISTEP 원장은 “과학기술 분야 뿐 아니라 모든 사회 분야에서 의사결정의 다양성 차원에서 30% 참여 확대라는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감하면서 전제조건으로 과학기술자 커뮤니티의 신뢰성 회복,

제도적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적으로는 과학기술 법제도, 정책, R&D사업에서의 젠더주류화(Gender-

연구과제 성격에 따른 평가방식의 차별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mainstreaming) 전략, 개인적 측면에서는 전략적 리더십, 감성 지능 확보,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박영아 KISTEP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평가의 관점에서 창의·도전적인 R&D를 촉진하고 R&D 투자의

비롯하여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전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인 만큼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R&D시스템을

이어진 주요 토론에서 이은재 건국대 교수는 ‘여성 리더의 시대를 꿈꾸며’를 주제로 정치 부문에서의 양성평등 방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R&D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인 ‘여성할당제’가 중요하다”며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관행과 인식이 정치권에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방안으로 여성공천 30% 할당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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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정기포럼

지역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KISTEP 미래포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12월 10일 지역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부제:지역이 지역에게 묻다)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미래사회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했다.

2012년부터 「KISTEP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본 포럼은 국가 간 경쟁을 넘어 지역·도시 간 경쟁도 심화되는 요즘, 혁신 관점에서 지역 과학기술전략의

2015년 제6회 미래포럼에서 「새로운 문명시대 : 그 변화의 동인과 방향」을 주제로 첨단 융합기술의 발전이 인간과

현주소를 파악하고 지역산업 혁신정책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기계, 실재와 가상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새로운 문명시대 도래에 따른 국가 전략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박영아 KISTEP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지방과학기술

제7회 미래포럼에서는 「독일통일 25년, 미래한국 25년 : 통일강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독일에서 길을 찾다」를

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지역 발전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지역혁신정책 기반을 구축해 왔다”며

주제로 독일통일 25주년을 맞이하여 독일 내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재건과 사회통합의 사례를 알아보고 통일한국을

“지식기반 경제에서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만큼, 지역 단위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본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포럼이 좋은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영주 책임연구위원은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현황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책임연구위원은 “지역
R&D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도 없어 어디까지로 규정할 지 애매하며, 이공계 인력의 수도권 유출 문제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정, 지방비, 인력,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짚으며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R&D 계획이 떨어져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계훈 KISTEP 조사분석실장은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모형을 응용하여 개발한 지역과학기술

제6회 KISTEP 미래포럼
개최일

2015년 10월 29일

2015년 11월 25일

장소

엘타워

코엑스

주제

새로운 문명시대: 그 변화의 동인과 방향

독일통일 25년, 미래한국 25년: 통일강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독일에서 길을 찾다

혁신역량지수(R-COSTII)를 소개하고 “2015년 경기도가 지역별 과학기술역량에서 최상위를 차지했고,
자원부문은 서울이 5년 연속 최상위”라며 “서울과 경상북도의 경우 현재 1인당 GRDP 수준이 높아

[기조발표]
이각범 (재)한국미래연구원 원장
(새로운 문명시대의 사회조직과 일의 혁명)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GRDP가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김성진 부연구위원은 2015년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이슈분석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지역과학기술산업스코어보드는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정책목표와 주요 항목을 연계해 구성한 지표체계로
지역 불균형도와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현황 진단을 통해 스코어보드 모형에서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과 지역 연구개발기업 성장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전반적인 일관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과 산업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중점전략분야를 기술
분야로 설정하고 관련된 산업을 적정 개수로 설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이기종 KISTEP 부원장을 좌장으로,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연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이재성 전북기술지주회사 대표, 이차영 충청북도청 경제통상국장,
장재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은미 전남대학교 교수를 패널로 진행됐다. 이 부원장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을 보는 과학기술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지역이 접점을 찾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지난 10년 간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이뤄진 투자가 지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7회 KISTEP 미래포럼

연사

[주제발표]
·권영선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
(뉴 휴머니즘 시대의 미래교육)
·조홍래 바이널아이 대표
(감성과 상상력 기반의 가치창출)
·최문정 KISTEP 미래예측본부장
(새로운 문명시대의 기술적 동인)
[패널토론]
좌장 : 이기종 KISTEP 부원장
·패널 1: 석철진 위즈덤 대표
·패널 2: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
·패널 3: 한재권 한양대학교 산업협력중점교수
·발표자 3인

[주제발표]
·Alexander Eickelpasch DIW Berlin(독일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통일 후 동독지역 산업의 발전현황과 시사점)
·Hans-Peter Hiepe BMBF(독일연방교육연구부) 과장
(통일독일 25년과 동독지역 혁신이니셔티브 15주년
·김정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에 대비한 사이언스파크 활용방안)
·이승규 KISTEP 부연구위원
(통일한국의 미래사회 변화와 과학기술의 역할)

[패널토론]
좌장 : 최문정 KISTEP 미래예측본부장
·패널 1: Bernhard Seliger 한스자이델 한국사무소장
·패널 2: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위원
·발표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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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정기포럼

KISTEP 수요포럼

KISTEP 아카데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다양한 과학기술계 현안과 정책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14년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이들이 전하는 열정과 감동을 통해 연구원

수요포럼을 신설하여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개인의 자기계발 및 관심사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KISTEP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KISTEP 수요포럼은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구성되며, 2015년에는 창의적 인재양성, 국민 행복 기술,

2015년에는 교육, 북한, 예술, 인문학 등 과학기술 이외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원들의 지식 지평선을 넓히고

정부R&D 혁신 등을 주제로 총 21회 개최됐다. 매 회 발표자와 참여자들은 주제에 따라 새로운 시각과 접근의

창의력 증진에 대한 열정을 자극했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3월 9일에는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를 초청해 ‘김정은 체제의 북한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KISTEP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KISTEP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KISTEP 수요포럼 개최를 통해 현재 직면한 이슈는 물론 다가올 미래사회의

주성하 기자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 한국에 온 뒤, 2004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지면과 방송을 오가며

과학기술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활약 중이다. 강연에서 주성하 기자는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도 변화와 북한의 경제 실태를 설명하는 등 북한체제를
전망하고 통일로 나가는 길을 제시했다.

< 2015년 KISTEP 수요포럼 개최 >
회차

일자

주제

연사

17 1월 21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의미와 우리의 준비

김진형(KAIST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18 2월 04일 정부 3.0과 과학기술 정보 공개의 딜레마

김재수(한국과학기술정보원 NTIS 센터장)

19 3월 04일 헬스케어산업 이노베이션 전략

최윤섭(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교수)

20 3월 18일 제품-서비스 융합가치 창출을 위한 신서비스 발전방향

김성동(전자부품연구원 모바일세컨드연구단장)

21

이지효(베인앤컴퍼니 상무)

4월 1일

ICT 산업 진화에 맞춘 신사업 발굴의 새로운 방법론

22 4월 15일 新 우주경쟁 시대를 대비한 우주개발 전략
23

5월 6일

보안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것 전반을 일컫는 심리학 개념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위해 필요한
인지능력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은 개인의 능력치와 생각의 품질을 완벽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각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경험을 갖춘 인사를 초빙하여
임직원의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2015년 KISTEP 아카데미 개최 >

UN 포스트 – 2015 발전 어젠다: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학기술의 역할 양수길(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한국대표)
강혜진(맥킨지 파트너)

25

신경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정책연구소 소장)

혁신역량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26 6월 17일 무인기 기술의 오늘과 내일

최기영(인하대 우주항공공학과 교수)

27

정윤세(단국대학교 교수)

7월 1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메타인지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장영근(한국항공대 교수)

24 5월 20일 McKinsey가 바라본 미래위험과 기회
6월 3일

11월 12일에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가 ‘메타인지(meta-cognition)의 지혜-앎과 모름에 대한 인식’을

창조경제시대의 기술무역 수지 극복방안

강연일시

연사명

소속기관 및 직함

강의명

01월 16일

민계식

현대학원 이사장

세상의 변화와 과학기술

02월 24일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 명예총장

북한의 과학기술 현황과 남북교류 협력 방안

28 7월 15일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성백린(연세대 생명공학부 교수)

03월 09일

주성하

동아일보 북한전문기자

김정은 체제의 북한 현실과 전망

29 8월 19일 파괴적 혁신의 과학기술

국양(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04월 20일

지은숙

KAIST 교수

Robot & Culture Interface

30

김영한(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05월 11일

김황식

前 국무총리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08월 11일

김범수

前 아나운서 / 코바나콘텐츠사장

Media & Culture Management 방송 그리고 내 인생

9월 2일

국가R&D와 국방R&D의 협력 강화방안

31 9월 16일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만나다

이경일((주)솔트룩스 대표이사)

32 10월 7일 바람직한 대학 교육구조 개혁 방안

하연섭(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33 10월 21일 SW, 사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진화

민옥기(한국전자통신연구소 휴먼컴퓨팅연구실장)

10월 12일

이미도

외화 번역가

픽사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훔쳐라

34 11월 4일 미래재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심재현(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장)

10월 26일

송호준

개인 인공위성발사자

왜 인공위성을 쏘았나

35 11월 18일 사회통합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전략

권미수(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장)

11월 12일

김경일

아주대 인지심리학 교수

메타인지의 지혜–앎과 모름에 대한 인식

36 12월 2일 제조혁신과 표준

백수현(한국표준협회 회장)

37 12월 16일 따뜻한 지구촌 과학기술 나눔

유영제(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12월 28일

신정철

LG전자 책임연구원

메모 습관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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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동정

기관장 동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박영아 원장은 젠더혁신, 과학
외교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언론 인터뷰 및 출판 기념 간담회

과학기술 전문기관과의 국내·외 네트워킹 활동

3월

Alejandro Micco Aguayo
칠레 재정부 차관 일행, 내방

4월

미국과학진흥회(AAAS) 및
워싱턴 소재 유관기관 방문

5월

말레이시아 국제포럼 기조
강연 및 ISTIC 이사회

6월

세계과학기자대회

8월

UKC 2015 및 KISTEP 포럼

9월

한-일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 공동포럼

2. 3 [디지털타임스]

2. 4 [아주경제]

4. 26 [중앙 Sunday]

가치창출형 과학기술 혁신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것

과학계 혁신 융합 생태계 만들어
새 패러다임 이끌 것

자율성 확보, 평가방법 혁신, 성차별
폐지 힘쓰겠다

7.19 [중앙 Sunday]

11. 2 [조선일보]

12. 10 [매일경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물꼬 트자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핵심기술 이전
확보돼야

「혁신의 순간들」 출판 기념 간담회

미디어

10월

제1회 글로벌 국가자문기구
포럼

11월

제10차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12월

카타르 재단(Qatar National
Research Fund)과 MOU

젠더혁신 활동

5월

Gender Summit 5 Africa

6월

제6회 과학기술 젠더혁신
포럼

8월

2015 아·태 젠더서밋

날짜

제목

디지털타임스

1. 2

‘R&D 혁신’ 구체적 대안 제시할 것

디지털타임스

2. 3

가치창출형 과학기술 혁신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것

아주경제

2. 4

과학계 혁신 융합 생태계 만들어 새 패러다임 이끌 것

문화일보

2. 24

정부R&D, 민간서 못할 분야로 재조정을...

YTN사이언스

2. 24

창조경제는 ‘열려있는 기회의 창’ [박영아, KISTEP 원장]

머니투데이

4. 13

연구계획은 자율 맡기고 평가는 컨설팅형으로

중앙 Sunday

4. 26

[박방주가 만난 사람] “자율성 확보, 평가방법 혁신, 성차별 폐지 힘쓰겠다”

동아사이언스

5. 26

[미래를 듣는다 11] “하이리스크-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연구에 도전해야”

SCIDev

6. 13

How science diplomacy is bridging the two Koreas

CNB뉴스

6. 18

박영아 KISTEP 원장 창조형 과학인재 키울 교육과정 마련 중

CNB뉴스

6. 18

과학기술 활용해서 남북문제 풀어야

중앙 Sunday

7. 19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 물꼬 트자

KBS 라디오

7. 19

[일요공감]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선제대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공감신문

7. 23

기관장 초대석-박영아

BUSINESS KOREA

8. 21

KISTEP’s Vision : Seeking Regional Leadership in Science and Technology

조선일보

11. 2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핵심기술 이전 확보돼야’

YTN TV

11. 29

송유근 논문 표절 논란...국내 연구윤리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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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동정

주요 강연 및 기고

1.21

2015 KISTEP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 2015 KISTEP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포럼

6.1

발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신흥국의 약진,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계층간·세대간 갈등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에 대한 문제해결과 해답을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조명
미래변화의 대응, 국가경쟁력 확충, 과학기술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과학기술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해당 이슈의 현황과
대응방향 발표

2.11

6.10

기고

대학을 취업 학원화하는
정부주도 개혁 / 한국경제

우리나라 대학은 철학, 비전, 목표가 불분명하고, 연구의 도전성
및 장기적 관점의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이 이러한 대학의 표류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창의와 혁신의 원천인 대학이 황폐한 취업준비 학원이
되어 버린 현실 비판

4.23

북한의 과학기술 및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 현황, 탈북자들 대상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조사 결과 발표
통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향후 통일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및
중요성 제시

발표

교육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와 교육현장의 학생, 교과과정, 교사를
중심으로 과학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과학 교육의 중요성과
미래 과학교육의 정책적 추진과제 제시

 원 지역의 R&D 현황 및 과학기술 혁신 역량, 산업 현황 분석을
강
통해 강원도의 나노기술에 대한 R&D 미래 방향 제시

8.27
4.8

발표

한국 과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
스트롱코리아 창조포럼

발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 R&D 발전방안 :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 강원도TP포럼

The role of science & technology
for the future of an unified Korea /
세계과학기자대회

How to Promote Gendered
Innovations in Global S&T
Landscape: Gendered Innovations
Index(GII) Project /		
Gender Summit 6 Asia-Pacific 2015

11.16
발표

과학기술의 오늘과 내일 /
고려대학교 초청 강연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및 기여, 그에 따른
과학기술의 성과 및 한계발표

발표

국가 혁신시스템에서 젠더를 측정하기 위해 프레임웍 및
지수(GII)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과학기술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 제시

발표

새로운 50년, 재도약을 위한 		
新 부산비전 / 부산과학기술평가원

중하위에 있는 부산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형
경제 및 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제기
부산 재도약을 위한 비전으로 ‘과학수도’를 제시하고, ICT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기반 재구축과 시민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서비스 창출의 방향성을 제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이슈 및 과제, 그리고
국정과제로서 추진 중인 창조경제 발표

5.12

신산업창출을 위한
paradigm shift 전략 /
과총 국가발전포럼

발표

신산업 창출을 위해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이를 위해 High Risk, High Return 연구 환경 조성, 기초과학에서
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파급력 높은 아이템 도출 및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 제시

11.18

성다양성을 통해 달성하는
과학기술 혁신 /
양성평등 국가포럼

발표

과학기술분야에 젠더혁신의 필요성 및 양성평등 현황을 언급
제도적·개인적 도전과제로써 젠더 주류화를 위한 정책 철학의
정립, 성장 단계별 세부 지원책 마련, 조직 내 다양성 증진 사례 및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지원 사례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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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외활동

기관장 동정

주요 강연 및 기고

12.4

과학과 정치의 만남 /
2015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토론

발표/기고 주제

행사명/기고지명

일자

발표 2015 KISTEP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2015 KISTEP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포럼

1.21

발표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R&D발전방안: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강원도TP포럼

2.11

발표 Transition to the Creative Economy: Gender Perspective

Gender Summit 5 Africa 2015

4.3

기고 대
 학을 취업 학원화하는 정부주도 개혁

한국경제

4.8

발표 G
 endered Innov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2015 한국물리학회 춘계학술대회

4.22

발표 과학기술의 오늘과 내일

고려대학교 MOT 초청 강연

4.23

정책의 연계성 부재 및 거버넌스 불안정성, 근시안적인 연구개발투자,
경직된 과학기술 문화 등 그동안 과학기술분야에서 지속된
시스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R&D 체제의 변화 방향
제시

발표 신산업창출을 위한 paradigm shift 전략

과총 국가발전포럼

5.12

발표 Being at the top : opportunity or option?

International Forum on "Harnessing
Women's Talents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5.25

또한 제조업 신중흥시대 개척,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어젠다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제시

발표 T
 he role of science & technology for the future of

세계과학기자대회

6.1

발표 한국 과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2015 스트롱코리아

6.10

기고 과
 학외교로 남북통일 지름길 열자

중앙 Sunday

7.19

기고 새
 로운 젠더혁신의 실천패러다임을 수립하자

Tech M

7.31

기고 젠
 더감수성이 창조경제 이끈다

여성신문

8.25

발표 G
 endered Innovations?

AAPPS Women in Physics Workshop
2015

8.26

Gender Summit 6 Asia-Pacific 2015

8.27

발표 과학기술의 오늘과 내일

고려대학교 MOT 초청 강연

11.9

발표 새로운 50년, 재도약을 위한 新부산비전

BISTEP

11.16

발표 성다양성을 통해 달성하는 과학기술혁신

양성평등 국가포럼

11.18

발표 2
 015년 과학기술 쟁점과 평가, 그리고 2016년 쟁점 전망

과실연

12.1

토론 과학과 정치의 만남

2015 과학기술인 국회방문의날

12.4

발표 선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방향

여의도연구원

12.9

발표 선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방향

도산아카데미

12.16

국가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어젠다를 정치의 무대로 끌어내고,
과학기술이 정치와 만나는 접점의 다양화 및 확대의 필요성 언급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과 사회의 접점을 찾아내고,
토론과 합의를 끌어내는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
제시

12.9

선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방향 /
여의도연구원

12.10

2015년 과학기술 쟁점과 평가,
그리고 2016년 쟁점 전망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토론문

발표

토론

2015년 주요 쟁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착 및 활용이 향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성공여부를 논함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정부R&D 혁신방안은 일방적인 제시로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 취지마저 손상된 결과를 초래
2016년 주요 쟁점 문·이과 통합에 따른 과학기술교육 부실화
논쟁 격화가 예상되며, 최근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한 표준기술
확보의 중요성 더욱 제기

an unified Korea

Seeking New Possibilities of Innovation!
발표 H
 ow to Promote Gendered Innovations in Global S&T

Landscape: Gendered Innovations Index(GII)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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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외활동

사회공헌활동

KISTEP 사회공헌 활동
양재천변 환경정화 활동

KISTEP, 헌혈 캠페인 참여

서울맹학교 방송음향장비 교체 지원

충북 진천고 과학기술 진로컨설팅 추진

▲ 손병호 경영지원단장과 임직원

▲ 헌혈하고 있는 KISTEP 직원

▲ 서울맹학교 기증식 기념촬영(왼쪽부터, 박영아 원장, 정동일 교장)

▲ 진로컨설팅에 참여한 임직원과 충북 진천고등학교 학생들

2015년 4월 14일 손병호 경영지원단장과 임직원은
양재동 지역주민의 쉼터이자 힐링 장소인 양재천의
정화활동에 나섰다. 많은 임직원들은 양재천변에서
점심시간에 산책을 즐기는 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양재천 환경 개선을 위한 정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혈액 확보를
통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남부혈액원과 함께
KISTEP 임직원을 대상으로 6월 1일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이번 헌혈
캠페인이 헌혈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2015년 9월 23일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 서울맹학교 소강당 방송음향장비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시각장애 학생들의 효율적인 청각교육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KISTEP은 2013년부터 전 직원들의 참여로
과학점자책을 제작하여 점자도서관 50곳과 맹학교에
전달하는 등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과학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회공헌을 실천해왔다.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식과 노하우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2015년 10월 6일 진천고등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분야 진로 컨설팅을 제공했다.
미래 과학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길잡이가 되었으며, 직업 탐색에 도움이 되고자 KISTEP이
제작한 미래 유망 신직업 관련 책자와 요약 브로슈어를
배포했다.

“통일 나눔의 실천” KISTEP, 통일나눔펀드 기부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와 양해각서 체결

KISTEP, ‘청년희망펀드’ 기부 동참!

사랑의 연탄나눔 후원

▲ 박영아 원장과 임직원

▲ KISTEP 박영아 원장과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대표

▲ ‘청년희망펀드’기부에 동참한 KISTEP 임직원

▲ 사랑의 연탄나눔 후원식 기념촬영
(왼쪽부터, 허기목 연탄은행 대표, 박영아 원장)

‘과거 50년과는 다른 미래 50년의 통일한국시대’를
준비하는 취지로 통일과나눔재단에서 운용하는
통일나눔펀드 기부 운동을 시작했다. ‘과학기술 중심
통일강국 실현’을 제시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통일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KISTEP은 박영아 원장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통일 희망의 확산을 염원하며
7월부터 급여의 일정 금액을 통일나눔펀드에 정기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국제공정무역기구
(Fairtrade International, 한국 담당관 안드레아
리커트)는 9월 10일 공정무역의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업무 협약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연구·학술 등 공정무역 업무협력 행정 지원
▲공정무역제품 사용, 공정무역 홍보 활동 및 사회적
공헌 캠페인 협력 ▲공동세미나, 상호기관 방문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10월 12일 KISTEP은 청년 실업과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사용될 청년희망펀드 조성에 참여했다. 취업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든든한 재원이 되길
기대하며 박영아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청년희망펀드’
기부를 약속했다.

연말을 맞아 박영아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2015년
11월 5일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연탄은행(대표,
허기목 목사)을 방문하여 사랑의 연탄나눔 후원식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KISTEP의 연탄나눔 후원을 통해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기초수급자, 동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가정에 약 8000장의
연탄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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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 정기 발간물
■ 출판 도서

발간물

정기 발간물

KISTEP InI

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 정책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

8호

코너명

주요 내용
4만불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R&D 혁신방안 심층토론회 개최

KISTEP News

제1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협의회 개최
제6회 과학기술젠더혁신포럼 개최
‘창조경제시대의 기술무역수지 극복 방안’, 제27회 수요포럼 개최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정책원고, 칼럼, 과학기술분야와 연관된
R&D Infographic

주요 인물의 인터뷰, KISTEP 소식 등으로 구성된 KISTEP InI(Inside and

미국 여성과학기술인력 학위취득 현황은?

Virtuous Circle : Soft Power and Korean Innovation(Jonathan McClory)

Insight)를 2014년 3월 창간했다. KISTEP InI는 과학기술정책 전문지로
격월간으로 발간되며 2015년에 총 6회 발간됐다.

InI View

New Constellations of actors addressing Grand Challenges : Evolving Convertation(Stefan
Kuhlmann)
Looking to future trends in the next OECD STI Outlook(Michael Keenan and Sandrine Kergroach)

InI People

정종욱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통계로 본 국내 바이오산업의 실태 및 시사점

9호

R&D InI

< 2015년 KISTEP InI 발간 현황 >
호

코너명
InI View
InI People

6호

제1회 아시아혁신포럼 개최 및 ASTN 발족

지구상의 대변화와 문명의 미래(민계식 한국과학기술원 초빙교수)
모험이 필요해(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교수)

KISTEP News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
R&D Infographic

한·중·일 국가경쟁력 및 과학기술 경쟁력 추이와 우리나라의 혁신전략
중견기업 성장촉진정책 현황과 추진전략

InI View

2015년도 정부R&D 예산 어디에 쓰이나 - 국회 확정예산을 중심으로

InI People

한중일 국가경쟁력 및 과학기술 경쟁력 추이와 우리나라 혁신 전략

InI View
InI People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은?

R&D InI

10호

7호

Jim Dator 미국 하와이대 교수

KISTEP News

주요국의 ICT분야 유망 기술개발 추진현황 분석 및 시사점
R&D Infographic
InI View

우리 사회 격차 줄여줄 10대 미래 유망기술 발표

InI People

‘헬스케어산업 이노베이션 전략’ 19회 수요포럼 개최

InI People

WEF 세계경쟁력 분석(과학기술 분야)
포스트-2015 지속가능발전시대의 과학기술개발전략(양수길 KDI 초빙교수)

R&D InI

11호

R&D InI

우리나라 우주개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공 기술의 사업화 성과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세계과학기술포럼 개최
제6회 KISTEP 미래포럼 개최

2015년 제15호 주요국의 하이테크 산업 현황 분석
소프트웨어, 사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진화(민옥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휴먼컴퓨팅연구실장)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 개요와 과학기술혁신의 주요 의제(정의영 KISTEP 부연구위원)
조완규 前 교육부 장관

OCS 분야 연구협력 현황분석 및 시사점
노벨물리학상 사례를 통한 과학기술정책적 함의: Blue LED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R&D의 최소비용 대 최적 전략(최기영 인하대학교 교수)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분석과 개선방향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양성펑등 국가포럼

포스트 메르스 시대를 위한 정책예측의 필요성

8호

Mark Walport 영국 과학자문위원장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통일의 영향과 과학기술 분야의 준비 방향

KISTEP 아카데미 ‘만남과 울림’ 강연

InI View

미래사회 대비 교육제도의 변화 방향(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

(사회공헌활동)사랑의 연탄 기증식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국가 유전체R&D 투자의 핵심 어젠다

2016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R&D Infographic

타이밍과 BM발굴 그리고 조기사업화 실현하는 신산업 창조프로젝트(강훈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장)

한-독 컨퍼런스 개최

FDA의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완화 기조와 그 배경(최윤섭 성균관대 휴먼 ICT융합학과 교수)

2015년 정보통신·방송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향(문형돈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KISTEP News

젠더혁신지수/대한민국과학기술혁신역량

주요국 연구성과 활용확산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남북과학외교(박찬모 평양 과기대 명예총장)

통일한국, 과학기술 분야 인재 통합 방안
R&D InI

한일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 공동포럼 개최

위험 고수익 연구의 해외동향 및 시사점

중견기업 성장촉진 정책 현황과 추진전략
지방 중소기업의 R&D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제언

R&D Infographic

2015 아·태 젠더서밋 개최

KISTEP, UKC 2015 참가 및 KISTEP 포럼 개최

지방 중소기업의 R&D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제언

KISTEP News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점검을 통한 재난재해 정책 이슈 진단
바이오기술인력 현황 및 제언 - 바이오의약 및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

2015년 정부R&D 예산 어디에 쓰이나?:국회 확정예산을 중심으로
R&D InI

일본의 과학기술 종합조정 체계와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분석

드론 활용의 기대와 우려

KISTEP News

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결과
미국 주요 정부부처의 중기 전략계획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7회 KISTEP 미래포럼
KISTEP- ISTIC 교육 프로그램
지역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R&D Infographic

2015년 우리나라 연구개발인력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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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통계브리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 정책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공유하고 최신 정책 이슈를 분석·제공하기 위해 2006년 7월 이슈페이퍼를

통계지표를 분석·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2005년 11월 통계브리프를 창간했다.

창간했다. 이슈페이퍼는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평가 분야에서 정책적

통계브리프는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성과, 기업 연구개발 활동,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발굴해 30페이지 내외의 간결한 보고서로

과학기술 경쟁력 등과 관련된 통계지표를 연간 약 30회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2015년에는 총 20호의

2015년에는 총 30회의 통계브리프가 발간됐다.

이슈페이퍼가 발간됐다.

< 2015년 이슈페이퍼 발간 현황 >
발간호
2015-1

< 2015년 통계브리프 발간 현황 >

제목
KISTEP이 바라본 우리사회 격차를 줄여줄 10대 미래 유망기술

저자 및 소속
최창택, 김상일, 김보라(KISTEP)

2015-2

인체유래물 관리·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

김홍범(KISTEP), 조미영(가톨릭대)

2015-3

국내 R&D사업 기획 현황 및 시사점

임현, 심선우(KISTEP)

호수

KISTEP 통계브리프

구분

1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 발표 현황

성과

2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인력

3

세계대학·공공연구기관의 PCT 출원 현황

성과

4

2015년 유럽혁신지수(Innovation Union Scoreboard)

5

미국 정부의 FY 2016 R&D 예산요구안 분석

투자
인력

2015-4

과학기술인력 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고윤미(KISTEP), 서준경(국민대학교)

6

미국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2015-5

수요지향적 기업·출연(연) 협력 활성화 방안

이경재(KISTEP), 김세성(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

전국대학 연구활동 현황

8

IMD 2015 세계경쟁력연감 분석

경쟁력

기타
경쟁력

2015-6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기 R&D 발전방안

천세봉(KISTEP)

9

2014년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2015-7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홍미영, 김은정(KISTEP)

10

2014년 중국 국가혁신지수 분석

경쟁력

2015-8

한국과 미국의 이공계 졸업자 직업분포 비교

이정재, 김양진, 장진하(KISTEP)

11

주요국의 BT 분야 핵심지표 분석

기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특허 성과 현황

성과

대형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실태 결과분석 및 시사점

이길우(KISTEP), 엄장환(한국연구재단),
김태현(한국연구실용화진흥원)

12

2015-9

13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부문 투자 현황

투자

2015-10

R&D의 혁신지향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평가방법 모색 :
‘발전적 평가(Developmental Evaluation)’를 중심으로

고용수(KISTEP)

14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기타

15

주요국의 하이테크 산업 현황 분석

기업

2015-11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 관련 기술개발 및 정책 동향

이성진, 오동익(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투자

2015-12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 구축 및 과학기술 혁신 저해 규제 분석 연구

이재훈, 이흥권, 박소영, 서지희(KISTEP)

17

2015년 세계혁신지수 분석

18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

인력

2015-13

다부처 R&D사업 추진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김기봉, 용태석, 문관식(KISTEP)

19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PCT 특허 출원 현황

성과

2015-14

청년CEO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양성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성과관리방안 연구

배경화(중소기업진흥공단)

20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활동 현황

기타

21

세계경쟁력포럼(WEF) 세계경쟁력 분석

경쟁력

2015-15

혁신주체의 관점에서 본 지역별 혁신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성호(인천테크노파크)

22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활동 현황

기업

23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 실적 비교

성과
투자

투자

경쟁력

2015-16

미래사회안전분야 신직업 발굴

채우철, 이정재, 강진원(KISTEP)

24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연) 부문 투자 현황

2015-17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신진대사 진단과 시사점

이정동(서울대)

25

2015년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경쟁력

26

2013년도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인력

27

OECD 자료로 살펴본 세계과학기술인력 현황

인력

28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기업

29

OECD 자료로 살펴본 세계 에너지 현황

기타

30

주요국 NT 분야 핵심지표 분석

기타

2015-18

신흥안보의 부상과 과학기술의 역할

김상배(서울대)

2015-19

미래 산업 대응 소재의 정부R&D 투자 방향

이상남, 용태석(KISTEP)

2015-20

Creative KISTEP Fellowship Program

김대진(중앙대), 감태원(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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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Research Policy(ARP)

KISTEP R&D and Beyond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전문 기관으로서의

R&D 투자 관련 이슈를 학문적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기 위해 2010년 3월

KISTEP의 주요 업무 성과와 활동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유관 기관들과의

영문 학술지 ARP를 창간했다. ARP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영문 매거진 KISTEP R&D and Beyond를

중심국의 과학기술 정책·방법론 연구, R&D 투자 및 평가 관련 현황과

창간했다. 연간 발행되는 R&D and Beyond는 한국의 R&D 통계, 주요 정책

이슈 등을 수록한다.

이슈와 동향 분석, 과학기술분야와 연관된 주요 인물의 인터뷰 등을 수록한다.

•홈페이지 : www.arpjournal.org

< 2015년 발간 ARP 목차_Vol.6 Issue 1 >
Special Article
▶W
 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Industrial Policy as a Dynamic interaction Process between
Government and Firms
By Seiichiro Yonekura

< 2014년 R&D and Beyond 목차 >
코너명

InI View

•Social Acceptance of the “Gap Year” and “Failure”
•New Paradigm for University Innovation
•Seeking and Supporting Excellence in Science
•The 4th Gender Summit: Improving Research, Innovation and Markets for Science Knowledge
•Playful Science ‘Sketches of Science’ in Korea

InI People

•Jang Moo Lee, Chairman of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
•Yongmin Kim, President of POSTECH
•Steven Chu, Former U.S. Secretary of Energy and Nobel Laureate in Physics (1997)
•Thomas H. Lee, Professor of Stanford University

R&D InI

•Main Features and Fostering Plans for 13 Future Growth Engines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
•Foresight in the Era of 100-year Lifespan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tentials in the Future
Unified Korea
•The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of Engineering Universities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he Sharing Economy Seen through Uber and Airbnb
•Domestic Policy and Further Direction of R&D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The Evaluation of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KISTEP News

•KISTEP announced new visions and development strategies to celebrate its 15th Anniversary
•KISTEP newly established ‘Wednesday Forum’, an open debate on issues related to S&T
policies
•KISTEP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WISET
•Strategic Partnership with National Agency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Kazakhstan
•Ceremony for Excellent National R&D Performance of 2013
•KISTEP hosted ‘Sketches of Science’, the Nobel Prize Laureate’s Idea Sketch Photo Exhibition
•The 6th KISTEP-ISTIC STI Training Program for High Level Policy Makers

R&D Infographic

•Korea’s Total R&D Expenditure in 2013
•Total Number of Researchers in Korea

Articles
▶N
 ational Innovation Systems (NIS): Theories, Practices and Empirical Investigation with Non-parametric
Partial Frontier Analysis
By Munshi Naser Ibne Afzal and Shamim Ahmad Siddiqui
▶ Indian Suppliers' R&D Experience and Innovation Success
By Manoj Kumar, Jyoti Raman and Priya Raman
▶ Aggregated Governance by R&D Evaluation Mechanism–Case Stud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By Junwen Luo, Gonzalo Ordóñez-Matamoros and Stefan Kuhlmann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 Gender Policies and Future Challeng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By Seon-Mee Shin
▶ Gender in Science and Technology Workforce in Japan
By Junko Okayama
▶ Women’s Particip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Indonesia
By Wati Hermawati and Trina Fizzanty
▶ Gender, Science and Technology in a Male Dominated Society, Iran
By Leila Mohajer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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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미래한국보고서

혁신의 순간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은 과학기술 50년*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과학기술에서 시작된 변화가 경제·사회·산업·

앞두고 지난 50년 한국 과학기술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다가올 100년을

문화적 환경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그 고민의 결과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한국 과학기술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조언을 담은

KISTEP은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과학기술’과 ‘미래’라는 두

「혁신의 순간들」을 출판했다.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관관계를 재조명함으로써

이 책은 과학기술처 설립 후 과학기술정책이 본격적으로 뿌리 내린지 50년이 되는

과학기술이 바꾸는 혁신적인 미래상을 그리고, 미래사회의 변화방향과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또 한번의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의 물꼬를 열어가는데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KISTEP 미래한국보고서」를 출판했다.

필요한 의미있는 사료이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했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에 어떤 기술이 출현할지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경제, 사회 그리고 개인 생활에 미치는

한국은 그간 추진해 온 추격형 성장에 한계를 느끼며 미래한국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선도형

영향들을 고려해 과학기술의 전체적인 흐름과 영향요인을 살피고, 그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미래변화에

과학기술 국가가 되길 갈망하고 있다. 이 책은 미래한국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등의 물음에 답을 찾고자

대응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집필됐다.

지난 50년간 혁신의 경험을 축적하고 현재로 이끈 과학기술 지식인, 역대 과학기술부 장관들 14인을 만나 역대 과기

미래와 연관된 과학기술의 흐름과 영향요인을 읽어내기 위해 먼저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와 어떻게

장관들이 재임 시절 겪었던 과학기술의 다양한 변화와 흐름, 당시의 난관·고민·혁신의 과정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충돌하고 공존하는지를 살펴봤다.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 일자리 부족, 혁신의 부재, 인재 양성 등 한국

담았다.

사회의 주요 현안을 과학기술의 관점으로 진단하고,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접점이 넓어지고 있지만 과학기술

이 같은 과정은 역사가 된 그 당시의 상황, 어려움 그리고 후대를 위해 내렸을 수많은 고민과 결단을 미래 가치로

정책분야에서는 다소 사각지대였던 여성, 외교, 통일 등의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들의 미래

연결하는 현재화의 작업이다. 이 책을 통해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통찰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성장잠재력을 제시하고자 했다.

마련하고자 했다.
* 1967년 과학기술처 설립 기준
< 혁신의 순간들 목차 >

< 미래한국보고서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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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소개

KISTEP이 걸어온 길

비전 및 추진 전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전신은 1987년 1월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KISTEP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기획, 예산 배분·조정,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주기적 혁신 역량을 모두 보유한 국내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enter for S&T Policy; CSTP)다.

유일의 전문 기관이다. 190여명(무기직 포함)의 전문 연구 인력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미래 선진한국의 희망을

CSTP는 1993년 5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되었고, 정부는 1999년 2월 STEPI의

밝히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책연구기능과 연구관리·평가 기능을 분리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現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했다.
이는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KISTEP은 2001년 7월 과학기술정책기획 및 기술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확대·개편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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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설립

1993. 05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

1999. 02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설립
장문호 제1대 원장 취임

2001. 0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확대·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 기능 강화
최수현 제2대 원장 취임

2004. 07

유희열 제3대 원장 취임

2005. 02

국가과학기술 전략기획·조정·평가 전문기관으로 기능 재정립
한국과학재단으로 연구관리 사업 및 인력 이관
과학기술혁신본부 전담지원 및 정책기능 강화

2007. 03

조영화 제4대 원장 취임

2007. 11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설립

2008. 08

이준승 제5대 원장 취임

2009. 01

KISTEP 창립 10주년

2011. 03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담 지원 및 기능 강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소관 변경
한국연구재단으로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이관

2011. 08

이준승 제6대 원장 취임(연임)

2013. 0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변경

2013. 10

박영아 제7대 원장 취임

2014. 01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재이관 및 명칭 변경(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14. 02

KISTEP 창립 15주년

2015. 02

KISTEP 창립 16주년

WISE Partner, KISTEP
W orld-Class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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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on
과학기술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평가 전문기관
선도형 과학기술 기획·평가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

3대 전략

창조경제 기반의
국가 성장전략 창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선제적 전략 수립

선도형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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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 기획 연구

주요기능

•	5년마다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
•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창의인재육성방안 등 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

KISTEP은 국가연구개발 체제 전반에 걸쳐 미래 비전과 전략, 투자방향,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전략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평가·성과 확산

1

•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
▒ 과학기술정책 조정

•	범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분석 및 특정 분야 심층분석 연구

4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운영 지원 및 정책현안과제 발굴
▒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획 및 운영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KISTEP

6대 주요 임무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3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2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의 기획, 운영 및 개선 방안 마련
3

KISTEP은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예산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며,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별·기술별 세부투자전략을 수립한다.
▒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 지원

•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국내·외 R&D 동향 분석 및 주요 기술·정책분야
투자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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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고 있다.

•	정책·기술·현안 이슈 등에 따른 차년도 정부 투자방향 및 예산배분·조정의 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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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전망 및 과학기술 예측

•미래사회 변화 전망 및 과학기술 발전 추세 분석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을 예측하고 국가적
대응방안 모색
•기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미래 유망기술 발굴
▒ 국가과학기술 전략 수립 지원

•	국가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중점과학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
수립 지원
•	사회문제 등 범부처 미래사회 이슈의 선제적 발굴과 심층 분석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전략 수립
지원
▒기
 술수준평가, 기술영향평가 및 표준분류체계 확립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성과 확산

KISTEP은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현황과 산출된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며 주요성과를 발굴해 그에 대한 효과적인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활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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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수준을 평가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기술성평가, 상위평가 및 출연(연)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성과평가매뉴얼, 표준성과지표 등을 개발·보급

•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수립

•	국가평가체계(NES) 고도화를 위한 성과평가 모형 등 성과평가방법론 연구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조정

KISTEP은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며 동시에 관련 제도 등을 기획·운영·개선한다.

▒ 국가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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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수행

169
2015 연차보고서

168

KISTEP 소개

KISTEP 소개

•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차년도 중점투자방향 수립 등
지식재산 전략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

조직구성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 COmposite S&T Innovation Index)

•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도출
5

5본부 1부 1단 4센터 15실 6팀, 1부설 (2016.1.1 기준)

조직

이사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ISTEP은 대형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정부투자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며, 동시에 대상사업
K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와 관련 방법론 연구 등도 수행한다.

감사부

원 장

감사(비상임)

부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부원장

전략기획실

경영지원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전
략
연
구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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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본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기반연구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지침 제·개정
•	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및 기반연구
6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

KISTEP은 국제기구, 선진국 및 개도국 등과의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해 과학기술 지식
교류의 허브를 형성하고,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한 국가 발전 지식과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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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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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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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실

기
술
예
측
실

※ 2015년 7월 1일 이기종 부원장 임명
※ 2015년 9월 23일 전략기획실 내 홍보기획팀 신설

▒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

•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한·중·일 등 아시아 협력국, AAAS*, QF** 등 관련 전문단체와의
지속적·전략적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15년 9월 23일 국제협력센터 신설
※ 2016년 1월 1일 미래예측본부 내 미래전략실, 기술예측실 신설

* AAA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QF: Qatar Foundation
-교
 류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래 과학기술 이슈의 지속적 탐색·발굴 및 글로벌 과학기술 어젠다의 선제적
제시
▒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경험의 국제적 확산·보급

•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ISTIC***)와 함께 개도국 고위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경험 소개 및 노하우 등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ISTIC: 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entre for South-South Cooperat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전문저널 및 영문 매거진 발간

인원

192명 (2016.1.1 기준)
(단위 : 명, %)

임원

연구진

전문 관리직

직급별 인원

1(0.5%)

172(89.6%)

19(9.9%)

학위별 인원

117(60.9%)

63(32.8%)

12(6.3%)

행정ㆍ경영ㆍ경제학

이학ㆍ공학

인문사회ㆍ기타

70(36.5%)

104(54.2%)

18(9.4%)

전공별 인원

총

192명

※ 여성인력 : 62명(30.5%), 해외박사 인력 : 24명(박사 인력 중 20.5%)

•	과학기술정책 분야 학술 교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Asian Research Policy (ARP) 발간
•	KISTEP 주요 연구 성과 및 활동을 소개하는 영문 매거진 KISTEP R&D and Beyond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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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이사회 임원 현황(2015. 12 기준)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이사장(1)

손 욱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연) 센터장

박영아

KISTEP 원장

윤헌주

미래항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조규홍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이상완

삼성전자 고문

박상훈

SK하이닉스 고문

김흥남

ETRI 원장

노정혜

서울대학교 교수

강대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前 원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우일

서울대학교 교수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사장

송규영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성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고영길

KISTEP 비상임 감사

당연직(3)

선임직(11)

감사(1)

국내 협력기관
기관명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주요 협력 내용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간 네트워크 활성화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연구, 학술 등 공정무역 업무협력을 위한 행정지원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공정무역제품 사용, 공정무역 홍보활동과 향후 캠페인협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과학기술분야 젠더이슈 연구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정책, R&D분야 성별영향분석 등 공통 관심분야 연구
•우수성과 발굴·성과확산, 과학기술 통계

한국연구재단(NRF)

•NRF의 KCI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지표 개발·제도 개선
•정책기획 과제 공동연구·자문 등 공통 관심분야 협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분야 신직업 발굴 등 공동 연구 또는 학술회의 추진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여성 과학기술 인재육성과 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 연구수행

KISTEP 자문위원회 현황(2015. 12 기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교육

강성모

KAIST 총장

교육

김대식

KAIST 교수

교육

김성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

인문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 2006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교육

권희민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초빙교수

교육

민경찬

연세대학교 수학과 교수

산업

신미남

(주)두산 사장

교육

심창구

서울대학교 약대교수, (前)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산업

염재호

고려대학교총장, (前)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IT/경영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장,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과 명예교수

산업

이나리

제일기획 본부장

법학

이미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교육

이우일

서울대학교연구부총장,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행정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의학

임정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체육

장윤창

경기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언론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교육

황선혜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 정책 전문인력 양성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연구 주제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 주제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서울연구원

정책 개발 및 전문적 조사연구 수행

대구과학대학교

연구 주제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및 훈련, 연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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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소개

중국

국외 협력기관

Institute of Policy and Management
(IPM), Chinese Academy of Science (CAS)
Chinese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CASTED)
미국

Korean American Bio Industry Council
(KABIC)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
Georgia Tech Research Corporation (GTRC)

러시아

National Research UniversityHigher School of Economics (HSE)

카자흐스탄

독일

National Agency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NATD)
National Cen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NCSTE)

Alumninetzwerk
Deutschland-Korea
(ADeKo)

브라질
일본

쿠웨이트

Kuwait Institute for Scientific
Research (KISR)

인도

Zaheer Science Foundation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y,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JST-CRDS)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ISTEP)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Management (CGEE)

칠레

National Council of Innovation for
Development of Chile (CNID)
카타르

Qatar National Reserach
Fund (QNRF)
말레이시아

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entre for SouthSouth Cooperat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STIC)
Malaysian Industry-Government
Group for High Technology (MiGHT)

베트남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Strategy
Studies (NISTPASS)
Vietnam Centre for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VISTEC)
인도네시아

State 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 (RISTEK)
사우디아라비아

우간다

Uganda National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UNCST)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KACST)

대만

College of Management of
YuanZe University
Science & Technology Policy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National Applied Research
Laboratories (ST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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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

• 국 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의 종합적·체계적 제공을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S&T GPS)운영 효율화

주요 사업 계획

▒▒ 과학기술인재정책 미래패러다임 연구

1
미래예측·기획 및
전략수립

• 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한 과학기술인재 정책방향 도출
• 공대혁신,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주요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후속 실천방안 연구
• 국내·외 과학기술인재 관련 중장기 계획, 사업 모니터링 및 분석

▒▒ 기술 예측·영향평가·수준평가, 표준분류체계 확립의 전문적·

효율적 추진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2차년도 연구 추진
• 국제비교 등을 통해 12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 추진
•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선정하여
기술영향평가 수행
• ’16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의 개선 및 활용 기반 구축

▒▒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및 국가R&D 제도 기획 연구

•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시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규제개선과제
발굴·개선
• 규제개혁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한 주요국 과학기술 규제개혁 동향 연구
• 규제비용분석 모형 등을 활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 과학기술 분야
규제비용편익 분석 연구
• 국가R&D 제도 체계 및 구조 분석을 통한 제도 기획 방향 연구
• 고유임무 중심의 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 추진과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미래기술·정책이슈의 상시 모니터링 및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기술예측 시스템 마련
• 기술기획 및 예측 관련 객관적 근거 기반 구축
• 미래단서(Future Clues) 조사·분석 체계 기반 마련
• 미래사회 변화와 관련된 기술예측·기획 기초분석 자료 발간
▒▒ 미래사회 이슈대응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 및 방안 강구 연구 추진

• 미래사회 이슈발굴·분석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 국가혁신시스템(NIS) 구축 관점의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 로드맵 수립
방향 제시
▒▒ 미래성장동력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분석 및 검토 지원
• 정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정부R&D의 상시 검토체제 구축을 통한 사업별 심층 분석 및 정부R&D 예산
배분·조정 결과 홍보 등 추진

추진
• 미래성장동력 정책 전반 및 세부과업 전체 조정·관리
• 19개 추진분야별 국내·외 동향, 정책과제, 핵심사업, 예산액 분석을
통한 ’16년도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수립
• 미래성장동력 관련 사업·과제 분석 및 사업조정, 이행실적 점검
•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미래성장동력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수행
• 다부처 공동기획연구를 통하여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 아이템 발굴

2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조정

▒▒ 창조경제 성과창출 촉진 및 성과확산 전략기획

• 신산업분야에 대한 지속적 발굴 체계 및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연구
• 지역 창업·벤처 사업 내용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 창조경제 선순환 시스템의 지속성 확보 방안 및 창조경제정책효과의
효율적 공유방안 연구
• 국내·외 지방과학기술정책·계획, 16개 광역지자체별 지방과학기술
현황 등의 조사·분석과 지방의 R&D 현안 발굴 및 심층 분석

▒▒ 국가R&D 투자방향 및 효율화 방안 연구

• 부처별 투자우선순위 분석 지원 및 유사·중복 사업 정비방안 연구
• 차년도 국가R&D 투자방향 수립 지원
• R&D 투자이슈 현안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 R&D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R&D 사업구조 개편방안 연구
• 공공기관 R&D 투자현황 분석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 연구
•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추진
▒▒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전문성 강화

• 글로벌 R&D 투자동향과 예산 제도 및 추진체계 분석
• 주요 기술분야별 주요국 산업, 정책, 기술동향 분석 및 국가R&D 투자전략 제시
• 新기후변화체제 대응 국가R&D 전략 연구
• 제조업의 창조적 재도약을 위한 국가R&D 전략 연구
• KISTEP 수요포럼 및 R&D 투자전략 콜로키움 개최

▒▒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주요 정책 이슈

발굴 및 동향 분석
•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거시 트렌드 분석 연구
• 범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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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ㆍ평가ㆍ성과확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 활용도 및 신뢰성 제고

• 효율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기획 및 평가시스템
기반 강화
• 부처 자율성 제고 및 예산 연계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 통합평가 수행
(103개 사업)
• 사업군 심층평가 확대를 통해 평가와 정책의 연계성 강화 추진(2개
개별사업 및 3개 사업군)
• 기술성 평가 수행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17년도 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 고유임무에 따라 수립한 연구기관의 성과계획에 대한 달성도 및 우수성
평가를 통한 연구기관의 우수 성과 창출 도모(3개 부처·청, 1개
위원회, 1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35개 기관)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통계 신뢰성 향상 및 정책활용도 제고

• ’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성과 정보와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
활동 수집·검증·분석 강화
• 국내·외 과학기술 통계지표의 체계적 분석 및 대외 서비스 강화
▒▒ 증거 기반 정책서비스 및 국가R&D 사업관리 활용 체계 확산

• 정책기획·조정·평가 정보 연계 및 통합 정책정보 기반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 정부R&D사업 전주기정보 구축을 통한 범부처 과제기획·관리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성과활용 정책 어젠다 발굴을 위한 연구

▒▒ ’16~’2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17년도 R&D예산편성 지원

• 선제적인 정책 이슈* 도출 및 심층 분석을 통해 R&D 투자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제고
* 정부R&D의 역할 재정립, 기술료 제도, 인력양성사업 효율화 등
▒▒ 전략적 R&D 예산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 기반구축

• 정부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이슈분석 및 NI2025 아젠다(기술기반
창업) 등 정책연구 수행

6
글로벌 기획·
조정·평가
네트워크 역량 강화

▒▒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국제협력 파트너 지속 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제2회 아시아혁신포럼(AIF) 개최 및 아시아 과기혁신 싱크탱크 네트워크(ASTN)
확대 등을 통해 아시아 혁신의 구심점 역할 강화
• 개도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 및 국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협력 이슈
선제 발굴을 통해 국제협력 권역 및 협력 영역 확대
▒▒ 과학기술 혁신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 지식정보서비스 구축, 기술 예측, 평가 등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
• 제8회 KISTEP-ISTIC STI 교육 프로그램 개최(인도네시아 개최 예정)
▒▒ 과학기술 혁신·정책 분야 전문 학술지 및 영문 매거진 지속 발간

• 과학기술정책 분야 학술 교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문 학술지 Asian Research
Policy 지속 발간(연 2회)
• KISTEP 주요 연구 성과 및 활동을 소개하는 영문 매거진 KISTEP R&D and
Beyond 발간(연 1회)

• ’16년 성과관리 실시계획 수립, 우수성과 100선 선정, 대학출연(연)
성과관리활용 역량진단 등 지속적인 성과관리·활용 정책 지원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도출
• 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하여 정량적 지표분석 및 심층분석
실시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
연구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정책 이슈 발굴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수행

• ’15년 조사 미완료 사업 및 신규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수행
• 조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 평가항목별
분석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탐색연구 수행
• R&D사업 유형별 세부 분석방법론,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중
지속적으로 일관성 제고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조사항목들에 대한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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