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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분야에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범부처 과학기술 마스터플랜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8~’22)」 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 분야에서는 20조원에 달하는 정부R&D예산의 투자방향을 수립

KISTEP 20년을 되돌아보며,
미래 2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20개 부처 460개 사업의 예산을 배분·조정하였습니다. 평가 분야에서는 질적 성과 중심의 상위
평가와 특정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도 공고히 하였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기술예측조사를 통해 2040년까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267개 미래기술을 도출하고,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바이오 인공장기 분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등 바람직한 미래 예측을
위한 노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2019년은 KISTEP 개원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KISTEP 20년의 역사는
2017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외 정치·사회·경제 환경이
많이 변화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계도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R&D 기획의 역사에 다름 아닙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개원 20주년을 앞둔 2018년 한 해를
KISTEP+의 시간으로 삼아 외부의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부의 역량을 가다듬는 성찰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낡은 R&D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자신부터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 정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였으며, 과학기술계의 숙원이던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처럼 드넓은 혁신의 바다를 항해하는 연구자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

컨트롤타워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위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습니다. 사회 각계의 혁신 주체들이 혼을 쏟아 연구하고, 열정이 담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대세가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드론, 가상현실 등 신기술의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고,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파고는 드높기만 합니다. ‘성장절벽’, ‘인구절벽’, ‘사회양극화’라는 3대 위기에 마주한 대한민국은 압축

제시하겠습니다.

성장의 주역이었던 과학기술에 또 한 번 구원의 손길을 뻗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ISTEP이 그려갈 혁신성장의 밑그림과 신뢰사회로 가는 교두보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KISTEP은 국내의 유일한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이번에 선보이는 「2017
KISTEP 연차보고서」 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2017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일자리 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사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끌고 있다. 기술과 산업영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똑똑해지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자율주행자동차나 알파고(AlphaGo)와 같은 화려한 기술적 진보와 함께 산업생태계를
바꾸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 경제, 교육, 고용, 제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변화의 이면에는 새로운 위험이 전망되고 있다. 미래사회 일자리 감소와 같은 고용구조의
변화는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자 작게는 개인의 생존에 크게는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다. 많은 미래학자와 전망보고서는 미래사회가 고용구조의 변화를 통해 개인
역량의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창의성, 디자인적 사고, 복합문제해결능력
등의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기술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인간고유의 역량에 초점을 맞춘 교육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고
선도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면서 장기적 관점의 대응 전략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가속화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였던 인공지능이 일상에 스며들며 교통, 물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한 성장을 보이자, 각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 시장의 선발 주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관련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가속화되는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망은 밝지 않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뒤쳐져
있으며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분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소규모, 장기과제 연구지원을 통한 장기적인
인공지능 인력 양성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 접근성 강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로봇과 공존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 문화 조성의 필요성 또한 증대하였다. 유럽은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고, 미국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인공지능이 법, 일자리, 규제, 양극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지난 1960년 이후 우리의 과학기술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시장 친화적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며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 안락한 생활환경, 다양성 존중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이제는 과학기술이 대답해야 한다. 그동안의 과학기술이 경제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우리 생활 속의 문제 해결에도 기여를 해야 할 시기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수요와 직결됨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기업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에 부여된 경제성장 견인이라는 역할을 전환하여 생활 속의 과학기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 혁신 성장동력 확충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던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대기업중심 경제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성장절벽’
에 직면한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주체인 게임체인저가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위기와 함께
청년실업률이 약 10%에 육박할 정도로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술기반 창업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게임체인저

Post-PBS 시대를 위한
R&D 시스템 구축과 투자 방향 설정

육성과 기술기반 창업 지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혁신을 주도하는 게임체인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동 대형사업과

급격한 변화 속에서 PBS(Project-Based System)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추격형’ R&D 시스템은 정부는

시행착오형 R&D 사업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형 공공조달 시장을

물론 각 혁신주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받는 등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련하여 기업의 위험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신제품·서비스가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정부는 더 이상 R&D 분야에 예전처럼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재정한계에

출시될 때 규제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간 축적한 양적 성과를 질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R&D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리고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총체적인 체질 개선과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자율과 협력을 기반으로

현재 정부의 지원이 신규 스타트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비롯한

사람·기관 중심의 재정지원체계의 혁신, 연구자 중심 및 연구몰입 환경 조성이 가능한 연구관리

창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결해야한다. 창업기업이 내실있는

제도의 구축, 창의·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중장기 성과 및 효과에 초점을 두는 평가제도로의 전환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다리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필요하다. 또한,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투자 방향 속에서

첨단기술 창업을 위한 실험공간과 고급인력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 R&D 투자를 점증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한눈에 보는

2017

January
01

February
02

• 2017년 KISTEP 시무식 개최(1.5)  

•개원 18주년 기념식 개최(2.1)

• 제3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술분야
전문위원 설명회 개최(1.12~1.13)

•2018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2.28)

May

June

05
•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
개최(5.15~5.19)
• 신정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혁신
방안 대토론회(5.24)

06

March
03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안)
공청회 개최(3.2)
•’17년도 상반기 다부처 공동기획지원
사업 설명회(3.3)

July
07

• STRONG KOREA 포럼 2017 개최(6.1)

• 제1회 KISTEP 100분 토론회 개최(7.5)

• 제1차 KISTEP 미세먼지 대책 포럼 개최
(6.21)

• KISTEP-한국생산기술연구원 MOU 체결
(7.18)

April
04
• 제8대 임기철 원장 취임식 개최(4.11)
• 제2017-1회 R&D 투자전략 콜로키움
(4.28)

August
08
• K ISTEP-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교
(University of Malaya)와 MOU 체결(8.21)
•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연계,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 개최(8.25)
• 제2017-1회 R&D 투자전략 콜로키움
(8.25)
• 제3회 아시아혁신포럼 개최(8.29)

September
09

October
10

November
11

• 2018년 일몰대상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부처 사업설명회(9.11~9.22)

• K ISTEP-브라질 상파울로연구재단
(FAPESP) MOU 체결(10.12)

• 17년도 하반기 다부처 공동기획지원
사업 설명회(11.7)

• 과학기술혁신본부장-KISTEP 정책현장
간담회 개최(9.15)

• 제3회 KISTEP 100분 토론회 개최(10.25)

• 2017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11.13)

• 제2017-3회 R&D 투자전략 콜로키움
(10.27)

• 제9회 KISTEP-ISTIC 개도국 고위정책
결정자 과학기술혁신 교육·훈련 프로
그램 개최(11.13~11.17)

• 정부 R&D 투자 20조 시대, 혁신 방향과
과제 포럼 개최(9.25)
• 제2회 KISTEP 100분 토론회 개최(9.27)

•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전략(안) 토론회 개최(11.21)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1차)
(11.22~11.23)

December
12
• 제4회 KISTEP 100분 토론회 개최(12.13)
• 제 1차 전문기관 효율화 포럼 개최
(12.20)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안) 공청회 개최(12.21)
• 제2017-4회 R&D 투자전략 콜로키움
(12.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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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실적
주요 성과
추진 연구과제

주요 연구실적

KISTEP
주요 성과

국가 과학기술예측·기획 선도기관으로 도약
▒▒

과학기술예측조사(매 5년)*, 미래 이슈분석 및 전략수립**,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매년)*** 선정 수행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의 전담 수행
▒▒

※ 대내외 환경변화, 국내외 R&D 투자동향, 기술별·정책별 중장기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기술분야별 기본방향,
중점투자 방향 등을 제시(국과심 운영위, ’17.3)

* 5회 조사(’17.4)에서는 2040년까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267개 미래기술 도출
** 미래이슈 보고서(’15.8),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17.2) 등
*** 인간중심의 스마트 소사이어티 구현을 위한 10대 미래유망기술(’18.3 예정)

▒▒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 수립
※ ’18년 주요R&D 사업 예산요구현황 분석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중심 예산배분·조정 대상사업
심층검토(예산설명회(’17.5) 등)

기술수준평가(매 2년) 및 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향 평가(매년)* 수행

주요 대외활동

▒▒

2018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

※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배분·조정(안)(국과심 본회의, ’17.6) 수립

* ‘바이오 인공장기(’17년)’ 등 ’03년 이후 18개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수행

< 2018년도 정부 주요 R&D 예산배분·조정 결과 >

2

주요 연구실적

1

주요 R&D 예산 14조 5,920억원(’17년 대비 1,844억 원 증액)을 배분·조정

주요 과학기술정책·계획 수립의 핵심 역할 수행
▒▒

미래성장동력 육성 성과점검*, 미래성장동력 분야 실증 지원**, 新정부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수립*** 지원

• (주요 R&D 범위) 기초·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R&D, 출연(연)·국공립연구소 주요사업비, 국방
R&D 등 20개 부처 총 460개 사업
• (투자 효율화) 계속사업 일몰, 예타 이행여부 점검, 평가결과 반영, 회계연도 일치 등을 통해
1조 700억원의 재원 절감

* 미래성장동력 정책 추진 3년 경과에 따른 중간성과점검 실시(’17.2)
***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통합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분야 발굴 지원(’17.8~12)
▒▒

▒▒

범
 부처 과학기술 마스터플랜인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주관 기관으로 제4차 기본계획
(’18~’22) 수립, ’17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점검 수행
연구자 중심의 R&D제도혁신 시스템 구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17년)

▒▒

정부R&D 투자방향 및 주요R&D 예산배분·조정 관련 효율화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수행
※ 효율화 이슈 심층분석 결과는 차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과 예산배분·조정 시 활용

▒▒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 ‘일몰형 사업’으로 분류된 장기계속사업* 중 부처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한 일몰대상 사업에 대한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수행
* 계속사업 594개(15.9조원) 中 240개 사업(8.1조원)을 일몰형으로 분류(’15년 기준)
* ’16~’18년 일몰대상 사업(118개)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수행(’15~’16)
* ’19년 일몰대상 사업(52개)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수행(~’17.12)

KISTEP 소개

* R&D 시스템 및 R&D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혁신 수행 등을 통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지원 (’17년)

▒▒

발간물

** 미래성장동력 분야 대상 미래성장동력 챌린지데모데이 개최를 통해 6개 과제 지원

과학기술인재 및 지방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 연구 및 계획 수립* 등
* 제3차(’16~’20)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실적점검(’17년), 현장수요기반
이공계인력 육성 방안(’17년) 및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 추진(’17년)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적 지원

014 + 015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창업생태계 구축 관련 동향 조사, 창업생태계 고도화 관련 이슈 분석(모태펀드 현황 등 9건), 관련 정책 방안
연구(주요 창업지원사업 검토 및 개선안 등 9건), 창업생태계 내 네트워킹 강화와 정책 확산(’17년)

KISTEP 2017 연차보고서

KISTEP

주요 연구실적

KISTEP

추진 연구과제

주요 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전문기관으로 발전
▒▒

’99년 이후 매년 국가R&D사업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과학기술통계 DB 구축과 분석을
전담하는 ‘과학기술 분야 통계청’으로서 위상 확보
* ’99년(15개 부처·청 2조 7,013억원) → ’16년(35개 부처·청·위원회(범부처 포함) 19조 44억원)

▒▒

’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성과평가 전담기관으로서 국가R&D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 마련 지원

▒▒

질적 성과중심 자체·상위평가*, 특정평가** 및 기술성평가*** 수행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및 부처 자율성, 책무성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실시 지원(’17년 12개 부처 64개 사업) 및 신규·개편·개선권고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점검 실시(’17년 13개 부처 53개 사업) 및 출연(연) 종합평가 상위평가 실시 지원(’17년 2개
부처·연구회 소관 12개 기관)
** 과학기술정책 현안 이슈 중심 특정평가 수행(’17년 1개 사업군, 3개 개별사업)
*** 예타 대상 전체로 기술성 평가 실시 지원(’17년 39개 사업 신청, 15개 사업 적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 위상 정립
▒▒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R&D부문 총괄기관 지정(’12년)
※ (’12년 이전) 순수 R&D사업은 KISTEP, 기반 R&D사업은 KDI가 총괄
(’12년 이후) 전체 R&D부문의 총괄기관을 KISTEP으로 일원화

’08년 이후 총 162개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과학기술 정책·계획 수립 지원
15 2017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심층분석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 연구인력의 성과 분석, 현황 진단을 통한 역할

16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17 2017년 민간혁신스코어보드 구축 및 발간
18 2017년 산학연협력 스코어보드 연구
19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연구
20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기반연구
21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성과물로서의 연구노트에 관한 법률적 연구
22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3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24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출연(연) 평가
25 2017년 HRST Scoreboard
26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직업 발굴
27 제조업분야의 과학기술 일자리 영향요인 연구
28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연구
29 2017년 지역 R&D 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예비타당성조사 145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1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의 전담지원 및 기반강화
▒▒

조사의 일관성,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석방법론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조사 가이드라인**을 수립·보완
* 연구과제 수행,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운영(연 4회) 등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1판)」 (’16.11) 발간

 &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제도의 수용성 제고와 국내 연구자의 기획력 향상을 위한
R
교육을 매년 2~3회 실시

38
39
40
41
42
43

016 + 017

2017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중소규모 정부R&D 신규사업의 사전검토 분석방법 고도화 연구
2017 급부상 및 한계돌파형 기술(산업) 동향 분석
기계학습 기반 바이오의료분야 과학기술정보데이터 분석·활용 모형 개발
바이오/제약 기업의 IP기반 기술적 제휴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7 미래사회 대응 기술혁신 아젠다 발굴 및 R&D투자전략 수립
2017년 개방형 포럼 방식을 활용한 과학기술정책 이슈 연구
기계·소재분야 기술유형별 정부 R&D 투자 전략
수요 중심의 우주개발 프로세스 고찰을 통한 우주분야 정부R&D 투자전략
도출 연구: 관측기기를 중심으로
유전알고리즘을 활용한 정부R&D 예산배분 최적화 방법 개발 및
공공우주분야 시범적용
재정소요 전망에 따른 기초연구분야 중장기 투자포트폴리오 수립 연구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
2018년 정부R&D 예산 배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2018년 정부R&D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효율화 방안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정책 이슈 분석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2017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물인터넷 분야 정부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현장 중심 기초연구지원 전략에 관한 연구
지역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의 효율성 측정 및 성공요인 분석
규제 및 제도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7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2017년 국가R&D사업 사전분석 전문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개발투자의 지역별 파급효과 추정
연구개발스톡 및 기술진부화 탐색을 통한 경제성 분석의 개선방안 연구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 도출 회임기간 연구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8년도 정부 R&D 예산편성 지원
민군기술협력 제2차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기관 전략 이슈 개발
85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 도출/분석 연구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필연적 법적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86 발전혁신 토대 마련 연구
87 2017년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 연구
2017년 개도국 고위정책 결정자를 위한 한국형 R&D

88 기획·조정·평가 지식 및 경험 전수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30
31
32
33
34
35
36
37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기관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평가
특정평가의 정책단위 분석 방안 도출
정부 연구개발 종료 사업군에 대한 정책목적 관점의 전략적 심층평가 방안 모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주요 분석방법 연구 및 적용 탐색(I)
국가혁신체제 관점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진단 연구
2017년 국내외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통계브리프 발간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2016년 범부처 과학기술통계백서 발간
2016년도(조사대상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
2017년 지역과학기술산업 Scoreboard 구축 및 발간
정부R&D 기획·관리 지원서비스 구축
OECD NESTI 활동현황분석
기업의 R&D와 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연구
2017년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2017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연구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 및 ’16년도 시행계획 점검·진단 연구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설정 연구
미래 지식재산 이슈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연구자를 위한 지식재산 가이드라인 연구

KISTEP 소개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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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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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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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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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7
68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시나리오 분석 및 결과 확산
2017년 기술수준평가
2017년 기술영향평가
2017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연구
과학기술 예측기반 강화 연구
2018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
미래유망기술 확보 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도출 연구
과학기술전략회의 운영지원 및 과학기술혁신 정책의제 기획 연구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활성화 지원 연구
미래성장동력 육성 성과 점검
2017년도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2017년도 다부처공동기획 활성화 기반 연구
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분석 및 범부처 혁신센터 연계사업 발전 방안 연구

발간물

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주요 대외활동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15.4) 및 실시계획(매년)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성과확산 지원
주요 연구실적

4

과학기술 미래 예측 및 전략수립

추진 연구과제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시나리오 분석 및
결과 확산

≐≐

연구
목적

≐≐

≐≐

-- 미래예측 방법론은 예측의 목적 및 정책 고객, 대상 기술 분야, 대상 시점, 분석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됨

≐≐

시사점

 학기술예측조사 결과의 대국민 확산을 위해 결과보고서를 가독성이 높은 책자
과
형태로 제작하여 정책 기관뿐만 아니라 대국민 대상으로 폭넓게 배포

≐≐

 학기술예측 연구 수행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연구 동향 및 연구결과의
과
공유·확산을 위한 미래기술 예측기관 세미나 개최

≐≐

 기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는 각 기관이 활용하는 방법론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차
미래기술 도출 이후 이해도 높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
 학기술예측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및 일러스트 작성, 책자 제작 및
과
배포를 통한 확산·공유는 미래기술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및 관심도 제고에 기여
 래 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결과 및 방법론 공유 등을
미
위한 포럼 개최는 과학기술 예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KISTEP 위상을 공고히
하고, 차기 과학기술예측조사의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기여

 래기술 실현으로 인한 미래상을 시나리오로 작성하고 일러스트를 제작하여 책자*로
미
구성하고, 미래기술의 최대 수혜자인 청소년(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을 타겟층으로
설정하여 쉽고 재미있게 내용을 구성

발간물

연구
내용

 내 미래기술 예측기관 세미나 개최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국
도출하여 향후 과학기술예측조사 개선에 활용

주요 대외활동

≐≐

 래 사회의 변화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에
미
기반하여 미래기술 실현으로 인한 미래상 제시

≐≐

주요 연구실적

01

연구책임자 박종화

* 「2042년,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2017.12.18 발간
※ 시나리오 대상 미래기술을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의 난이도 및 관심도를 고려한 평가를 통해 선별

≐≐

 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미래기술의 역할과 변화되는 사회상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6
작성하고,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러스트를 제작
KISTEP 소개

--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 변화를 직업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수요자 관점의
몰입도 높은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제공
※ 1부에서는 10년 후, 2027년을 살아가는 6학년 아이들이 혼합현실 직업체험관에서 보낸 하루를
서술하고, 2부에서는 그로부터 15년 뒤인 2042년에 직장인이 된 후 직업의 모습을 서술

≐≐

기술확산점 분석 및 일반 대중 대상 책자 발간

*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 2017.3.31 발간

018 + 019

그림1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 표지

그림2 「2042년,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표지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24개 기술별 기술의 정의, 기술확산점의 정의, 단계별 발전과정, 기술 개발 동향,
미래사회 변화, 기술확산 실현 방안 등을 도출하여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한 책자*를 발간·배포

추진 연구과제

2017년 기술수준평가

≐≐

기술수준평가의 평가체계·방법론 개선 및 활용도 제고 연구
-- 국내외 기술수준평가 사례 및 관련 연구를 조사
··다양한 사례의 제도 및 평가체계를 비교·검토하고 선행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
--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향을 도출

≐≐

연구
목적

 요국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과학기술시책 수립에 필요한
주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수준평가 수행

··기술수준평가 델파이조사 참여자, 종합분석 수행자, 활용 전문가 등 총 2,4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 방법론의 장단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주요 개선 방향) 핵심평가자 그룹을 운영하여 평가 수준을 심화하고 평가 과정전반의 일관성을
강화함. 사전분석을 심화하여 델파이조사 과정의 평가 합의도를 제고. 논문·특허 등을 활용한 평가
방안 강화 등

<기술수준평가 평가 프로세스 변경 방향(안)>

··과학기술 중장기전략 및 기술기획,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 기술수준평가와 평가방법론 개선연구를 격년으로 수행
··기술수준 발전 정도에 대한 점검과 함께 평가체계의 고도화 및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구

기초자료조사

델파이조사

조사결과

종합분석

(주요 기술동향, 논문특허 현황 등)

(2단계 설문조사)

(수준, 격차 등)

(수준요인, 전략제언 등)

설문참여



주요 대외활동

-- 국가적으로 주요한 기술의 국제적 수준 비교 및 추세분석을 통해 기술발전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과학기술정책 성과를 점검

주요 연구실적

02

연구책임자 이승규

변경 전
KISTEP

2,500여 명

분석전문가
40여 명

※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술수준평가의 추진근거가 마련되었고, 2010년 이후 2년
주기로 평가가 정례화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6년에 평가가 수행됨

2016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결과 확산
-- 120개 전략기술을 10대 분야로 재분류하고, 53개 중분야로 세분화하여 종합분석을
수행
··분야별로 주요 이슈 및 경쟁 여건, 기술수준 변동 원인, 경쟁국 대비 우위/열위 기술
등을 분석하고 기술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제시

2016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 보고서를 공개·
배포하여 분야별 기술수준 향상시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함

델파이조사

최종분석

(2단계 설문조사)

(사전분석 보완)

변경 후
평가자 풀 구성
(전략기술별
주요연구자 등)

핵심평가자 120여 명
(전략기술별 1인, 중분야별 3인(산학연 비율 고려))

델파이조사 참여자

430~1200여 명

··일부 기술 분야*에 대해 시범평가 과정을 적용하여 평가체계·방법론 개선 방향을
구체화
*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 등 2개 중분야 10개 기술을 대상으로 주요 사항을 적용

··기술수준평가 결과와 국가연구개발투자 현황을 연계·분석하여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활용도(투자전략 수립 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KISTEP 소개

≐≐

사전분석
(주요국 기술 수준 분석)

발간물

≐≐

연구
내용

기초분석
(주요국 동향/수준 자료, 논문특허 등)

* 제2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2017년 6월 26일)

<기술수준평가 및 국가연구개발투자 연계 분석(2014 vs 2016) 주요 결과>
< ’16년 기술수준평가 주요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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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1
 20개 전략기술 중 64개 기술이 2014년 대비 2016년의 기술수준이 향상됨
-우
 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는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78.6%, 4.2년으로 평가
·2014년(78.4%, 4.4년) 대비, 수준은 0.2%p 향상되고, 격차는 0.2년 단축
-국
 가별로는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EU(94.4%), 일본 (92.7%), 한국(78.6%), 중국(71.1%) 순
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
-1
 20개 전략기술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이외에 10대 분야, 53개 중분야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주요 이슈, 경쟁
여건, 기술수준 변동 원인, 우위/열위기술, 주요 연구주체, 기술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등) 등이 포함됨

·39개 기술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비 규모가 증가하였고,
·25개 기술은 정부연구비 규모가 감소하였음에도 기술수준이 향상되었음
-반
 면 56개 전략기술은 2014년 대비 2016년의 기술수준이 하락함
·35개 기술은 정부연구비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기술수준이 하락하였고,
·21개 기술은 정부연구비 규모가 감소하면서 기술수준도 하락하였음

KISTEP 2017 연차보고서

추진 연구과제

≐≐

시사점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상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주기적 수준평가
결과 제공

≐≐

기술수준평가의 신뢰성 향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
-- 국내외 사례·문헌 분석,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적용 연구 등을 통해 차기
기술수준평가를 위한 개선 방향 구체화
-- 델파이조사의 비중을 줄이고, 정성적인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연구
목적

 기술이 초래할 영향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신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최근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어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윤리
문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 초래

향후 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상의 중점과학기술 대상 평가 수행

주요 대외활동

≐≐

03

2017년 기술영향평가
주요 연구실적

-- 3회(2012, 2014, 2016년) 평가를 통해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수준과
변화 추이를 제시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

연구책임자 안지현

··2017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된 기술수준평가 방법론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기술수준평가를 추진
※ 2018년 기술수준평가 결과는 2019년 상반기 발표 추진

≐≐

연구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윤리·
문화·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 평가

··관계 부처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향후 소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발간물

-- 긍정적 영향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도출로
정책수립 초기부터 바람직한 변화방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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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TEP 소개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평가 절차 및 평가 주체
<2017년 기술영향평가 절차 및 평가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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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
(기술영향
평가위원회)


시민포럼

평가결과
(안) 도출



※ 공개 토론 및
부처의견 수렴

국가과학
기술
심의회
보고



관계부처
통보 및
부처별
정책 반영

온라인
의견수렴

KISTEP 2017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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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
선정위원회)

대상기술
분석 및
평가이슈
도출
(대상기술
분석회의)

≐≐

-- 문화·환경 분야

-- 바이오 인공장기

··(가치관) 동물 및 신체의 일부분을 도구로 인식하여 생명존중 사상 약화 우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질병 및 장애
극복을 위한 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이후 발생 가능한 기술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

··(신규 문화) 신체를 자율적으로 설계하며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문화의 등장 예상
··(생태계) 바이오 인공장기가 멸종위기 동물들의 생명 연장 및 개체 수 확보에 활용될
경우, 희귀종의 보존과 생태계 종의 다양성 확장에 기여 가능

* 이식 거부반응 등 기술적 문제, 줄기세포 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경제적 빈부 격차에 따른 건강
수명차이 발생 등

≐≐

주요 연구실적

평가대상기술 및 선정 사유

평가 결과
-- 경제 분야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

※ 기존 장기 치료기기 및 치료제 산업의 재편 예상

-- 원천 기술 확보와 기술 사업화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과 활용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규제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연구개발) 실제와 유사한 실험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질병 기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신약 및 화장품 개발의 효율화 예상

-- 인류의 안전한 복지를 위해 기술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쟁점 등에 대한 대중적 담론 형성 및 사회적 합의의 장 마련

··(산업) 기존 재생의료 시장과의 동반 성장과 장기의 대량 생산을 위한 3D 바이오
프린팅, 세포·조직 자동화 배양, 이식 등 전 단계에 걸친 新 산업 창출 기대

주요 대외활동

시사점

-- 사회 분야

발간물

··(사회적 평등) 장애 및 질병 극복을 통해 사회적 참여 기회의 불평등 해소가
기대되나, 기술 보급화 초기에는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수준에 따른 기술
혜택 격차 발생 가능
··(사회적 비용)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을 통한 신속한 신체회복으로 사회, 국가
차원에서 비용 부담 감소가 예상되나, 건강보험 체계에 따라 국가의료 재정의 악화
가능성도 존재
··(사회적 이슈) 장기 수급 불균형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통해 장기 강탈, 장기매매
등의 범죄 피해 경감이 기대되나,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사회적 차별 문제**가
등장할 우려 존재
* 전자기기 인공장기에 내재되어 있는 환자 개인 정보의 오남용, 장기 불법 제조 및 유통 등

KISTEP 소개

** 바이오 인공장기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으로 인한 차별

··(국민 삶의 질) 환자 및 노년층의 전반적 행복도 증가가 기대되나, 이식된 바이오
인공장기의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합병증 발생 시 삶의 질 저하
가능
-- 윤리 분야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생명윤리) 이식된 장기의 인체 유래물 인정 여부, 이식 허용 범위, 인간 및 동물
생명윤리에 대한 윤리적 논란 발생 예상
··(법률적 이슈)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 문제(의사 또는 개발자)와 응급상황 시
전자기기 인공장기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정보(건강정보) 이용 및 소프트웨어 개선에
따른 법적 논란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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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2017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연구

≐≐

연구
목적

 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국
유통, 과학기술 인력 관리의 효율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관리를 위한
과학기술 전분야의 표준적인 분류 틀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1조 1항) 전담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6항) 개정주기 5년

-- 2002년 제정 이후 3년마다 개정 및 보완했으며, 2012년 5년 개정 주기 및 새로운
개정 프로세스를 확정
··2017년은 5개년 개정 주기의 5차 년도로 개정 타당성 평가를 통한 정규분류 개정
(안) 마련

임시분류 및
신규/퇴출
후보 선정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개정 타당성 평가

신설

정규분류
편입/퇴출 확정
(정규분류
개정 확정)

변경

신설

변경

삭제

신설

명칭
변경

·

5
1

·
·

28
4

·
·

·
·

·
·

지능형수자원관리

·

1

·

5

·

·

·

농림수산식품

·

·

7

2

2

22

3

·

·

·

2

22

3

9

7

·

적
합
성

과학기술과
재난/안전
합계

·

1

·

5

1

8

7

44

물리학

·

·

·

1

·

한국물리학회(2015)
한국천문학회, 한국우주학회,
한국연구재단(2015)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2013)
보건복지부, 대한핵의학회,
한국간호학회(2013)

·

농림수산식품

·

보건의료

·

·

·

2

·

4

·

원자력

·

·

·

·

·

2

·

생활

·

·

·

·

·

1

·

한국주거학회(2013)

문화

·

·

·

1

2

11

·

한국콘텐츠진흥원(2013)

6

합계

·

시범운영(2012)
한국기계학회(20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3)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201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안부(2015)

지구과학

통
과

·

5

수요기관
(년도)

이동

1

개
정
수
요

≐≐

명칭

인력 및 인프라
가스에너지

합계



신설

소분류
신설

1

5

11

1

·

·

·

1

8

7

12
5

10
60

22

42

·

24

64

3

한국원자력학회(2013)

발간물



임
시
분
류

중분류

평가대상

분
류

<표준분류체계 5단계 개정 프로세스>

개정수요 조사
(신규/퇴출)

대분류
구
분

주요 대외활동

-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류 개정 타당성 평가 대상>
주요 연구실적

04

연구책임자 유지연

2018년 개정 정규분류 확정
-- (연구분야) 대분류 33개, 중분류 371개, 소분류 2,898개

2013

2014-2016

2017

2017

<개정결과 개요>

≐≐

연구
내용

임시분류의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 인력 및 인프라, 가스에너지, 지능형수자원관리, 과학기술과 재난안전 등
임시분류의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총괄

* 임시분류란 정규분류에 편입되기 전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추가적 분류

··개정수요서 내용 및 근거 및 영향모니터링 시계열 분석 자료를 종합하여 규모성,
보편성, 정책성, 독립성, 진보성의 5개 항목을 평가
··정규분류 개정(안)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18년 1월) 후 과기부 개정 고시
026 + 027

● (연구분야)
대분류 33개
중분류 371개
소분류 2,898개

● (적용분야)
대분류 33개

● (적용분야)
대분류 33개

●연
 구분야 중분류
- 신설 2개(에너지/자원>가스에너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안전사회/재난관리)
- 명칭변경 6개(농림수산식품>농업토목학→농업인프라공학 등)

개정 타당성 평가
-- 개정수요 적합성을 통과한 분류의 정규분류 편입/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며,
대분류 1개, 중분류 15개, 소분류 151개 분류의 개정 타당성을 평가

● (연구분야)
대분류 33개
중분류 369개
소분류 2,899개

세부내용

●연
 구분야 소분류
- 신설 22개(물리학>입자/장물리>가속기/충돌물리 등)
- 삭제 23개(문화/체육/예술>콘텐츠>스토리텔링 등)
- 명칭변경 57개(물리학>인바/장물리>소립자/입자현상론→입자물리현상론 등)
- 이동 3개(농림수산식품>농화학>토양/비료→농림수산식품>농업환경생태>토양/비료 등)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변경 후(안)

KISTEP 소개

변경 전

추진 연구과제

<개정 성격별 요약>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소분류

신설

신설

명칭
변경

신설
신설

변경
신설

삭제

명칭
변경

이동

물리학

·

·

·

1

5

9

7

·

지구과학

·

·

·

1

5

11

11

·

농림수산식품

·

1

25

3

보건의료

·

·

·

·

6
·

·

2

에너지자원
(가스에너지)

·

1

·

4

·

·

·

05

과학기술 예측기반 강화 연구
주요 연구실적

(신설 중분류)

연구책임자 최문정

≐≐

연구
목적

과학기술혁신 관련 데이터 기반의 상시적, 지속적 미래예측 및 종합분석 기반구축
-- 미래단서(Futures Clues) 조사·분석 체계마련

·

·

·

·

·

2

·

-- 기술기획 및 예측 관련 객관적 근거 기반 연구 강화

·

1

·

3

·

·

·

-- 미래사회 예측관련 기초분석 자료발간을 통한 결과 확산 및 네트워크 강화

생활

·

·

·

·

·

1

·

문화

·

·

·

1

2

11

·

2

6

23

57

3

합계

22

≐≐

<표준분류체계 개정 추진 경과>

연구
내용

주요 대외활동

원자력
과학기술과인문사회
(안전사회/재난관리)

미래단서(Futures Clues) 조사·분석 체계마련
-- 과학기술혁신환경 변화분석을 위한 국내외 미래전망 관련 근거기반을 경제*·
환경**·사회*** 분야별로 체계화

- (개정수요조사, ’13년) 607개 단체 대상 36건의 개정수요 접수

* 경제: 세계화, 경제성장, 산업구조, 인력수급, 소득격차
**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대기질, 수자원, 식량, 자원 및 폐기물, 안전

-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14년~’17년) 인력 및 인프라(’14~’17), 가스에너지(’15~’17), 지능형
수자원관리(’15~’17), 과학기술과 재난안전(’17) 등 임시분류의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시계열 분석

*** 사회: 세계화, 경제성장, 산업구조, 인력수급, 소득격차

- (개정 타당성 평가, ’17년) 대분류 1개, 중분류 15개, 소분류 151개 등 167*개 분류 평가

-- 사물인터넷 분야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관련 국가별·기업별 경쟁력을
진단한 기초자료 제공

* 개정적합성평가 통과 분류 및 시범/추가 임시분류의 합

발간물

- (개정적합성평가, ’13년) 36건 500개 분류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개정 타당성 평가 대상 확정

··생활 IoT* 및 산업 IoT**의 기술추세, 기술수준, 대표 출원인, 공백기술, 핵심기술의
흐름 등 분석

- (개정) 대분류 33개, 중분류 371개, 소분류 2,898개

* 생활 IoT : 홈 IoT, 의료 IoT, 차량 IoT(스마트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분야
** 산업 IoT : 제조(스마트 팩토리), 유통, 금융, 에너지 분야

시사점

··IoT기술은 미국이 전 분야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시스템/플랫폼 분야와 디바이스
분야에서 제조업 기반의 메이저 업체(삼성전자, Toyota 등)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메이저 업체(Google, IBM, MS, Apple 등)간의 경쟁이 나타나고 있음

근거기반의 5개년 개정 프로세스에 따른 정규분류 개정 완료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개정의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 및 전문성 제고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데이터를 분석하여 규모성(정부연구개발과제수, 연구비) 및
진보성(SCI 논문수, 특허수) 등 객관적인 평가

··IoT분야는 기술수명이 짧아 미국 선도업체를 추격할 수 있는 기회는 빈번하게
발생하나, 유통이나 금융 플랫폼 분야에서는 잦은 기술변화가 후발주자의 추격을
위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새로운 분류가 편입될 경우 기존 분류에 미치는

KISTEP 소개

≐≐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분류와의 정합성 및 독립성을 평가

차기(’18년~’22년) 개정 프로세스 개선 방향
-- (개정수요주체 다양화 및 수요접수 시기 확대) 개정수요 제출 주체로 기업연구소
추가 및 수요접수 시행 확대(현 1회 → 향후 2회) 등
-- (분류 명확성 제고) 분류기준·정의 명확화 및 중분류 해설서 보급 확대

≐≐

기술기획 및 예측 관련 객관적 근거기반 연구 강화
-- 「바이오 인공장기」를 주제로 데이터분석기반 기술영향평가 방법론 체계화 연구수행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중국 등 주요국 비교

··미디어 분석 : 다수 국가에서 연구개발은 시민담론과 별도로 인공장기 성과에 대한
논의가 주류이나,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연구부정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형성
··특허활동 분석 : 미국이 특허활동을 주도하며 전 세계로 확장하는 추세. EU는

028 +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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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인공심장이나 이종장기에 특화하고 있으며, 아시아 3개국은 미국의 기술개발활동
추세를 따르는 양상

06

2018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

-- 산업기술 경쟁력 관점에서 「미세먼지 대응전략」 진단

주요 연구실적

··바이오 인공장기의 기술혁신과 관련한 주요 이슈 : 국내 여건에 맞도록 R&D목표
설정, 기술독과점에 의한 미래위험 대비 필요

연구책임자 권소영

··對 중국관점에서 대기오염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분석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성공적 기술 산업화를 위하여, 대형 종합환경서비스
업체 육성 및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대안 제안
-- 4차 산업혁명 관련 위험 이슈의 구조화 및 이슈별 인식조사

≐≐

연구
목적

-- 한국사회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대응을 위한 미래기술 선정
··‘사람 중심의 스마트 소사이어티* 구현’을 핵심이슈로 선정
··핵심 이슈와 관련된 미래 기술정보를 수집하고,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제시

··일반국민, 전문가, 기업체의 인식조사를 근거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별 전망 수행

* 지능화된 첨단 과학기술(개방형 네트워크 및 협력기술, 인공지능, IoT 등)을 매개로 인간 삶 전반에서
유연성·창의성 및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사회

미래예측관련 기초분석 자료발간을 통한 결과 확산 및 네트워크 강화
-- 정책총서, 이슈위클리 등 기관대표 발간물을 통한 연구결과 확산
≐≐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위험 및 대응방안」은 KISTEP 정책총서(`18년 발간)에
대표결과물로 수록

 정된 미래유망기술은 연구자, 민간 기업, 정책 입안자가 R&D 기획의 기초 자료로
선
활용

-- 미래연구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활용한 연구수행, 관련 포럼**을 활용한 성과확산
** 제1차 KISTEP 미세먼지 대책 포럼(‘17.6.21)

≐≐

연구
내용

-- 향후 5~10년을 중심으로 미래 한국사회에서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4개 후보*를
도출하고 중요도,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과학기술적 접근 가능성 등의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견을 주제선정에 반영
* ①인간중심의 스마트 소사이어티 구현, ②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신기후체제 대응,
③국민 안전을 추구하는 사회재난 대응, ④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

-- 근거기반의 과학기술, 경제사회 트렌드 및 이슈분석을 통해 미래예측 및 기술기획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다각적으로 제공
··주요 미래 주제에 대해 기술동향 및 변화추이, 사회통계의 최근 추이와 변화방향,
소셜데이터 기반의 사회적 수요, 전문가집단의 전망 등 다양한 관점의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

··기술영향평가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성 분석 및 국내외 정책방향
수립 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
030 + 031

≐≐

분야별 세부이슈 및 수요 도출
-- 소셜 미디어 대상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스마트 소사이어티에 대한 공공의
여론을 살펴보고 세부 이슈 분석에 반영
··의미망 분석을 통해 스마트 소사이어티에 대한 대중적 인식에서 중요 이슈 도출
※ 데이터 수집기간 및 소스 : 2007년~2017년/ 빅카인즈에서 포함하는 100만건 이상의 뉴스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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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예측조사를 비롯한 미래유망기술 선정 시 주요 분야의 정량적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증거기반 기술기획 및 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슈에 대한 문헌 분석 조사 강화
--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분야로 주거·생활, 교통, 에너지·
자원, 건강, 먹거리 5개의 구성 영역을 설정하고, 관련 문헌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사회의 현황을 분석

··주요 미래예측(과학기술예측조사, 기술영향평가 등)에서 수행되는 분석의 효율성을
제고
--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적 트렌드를 함께 고려한 분석을 통해 파급효과가 큰
기술분야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 미래기술예측, 미래유망기술선정 기반 강화

 헌 및 이슈 분석, 내·외부 전문가 검토(설문조사, 워크숍) 과정을 통해 미래유망기술
문
주제를 스마트 소사이어티로 최종 선정

KISTEP 소개

시사점

발간물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기관의 발간물(이슈위클리, 이슈페이퍼, KISTEP InI)을
통하여 발간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주요 대외활동

··4차 산업혁명 관련 위험을 사생활 침해, 사고의 위험, 일자리 문제, 알고리즘 조작,
사회적 관계 단절로 유형화

≐≐

 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변화된 미래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크게
한
미칠 유망기술을 선정

추진 연구과제

-- 관련 문헌 조사 결과, 소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검토 회의 등을 통해 핵심
세부 이슈 및 수요를 도출

07

미래유망기술 확보 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도출 연구

··도출된 세부 이슈와 수요에 대해 일반인 그룹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 분석
*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리서치 방식으로 성별(남/여 각 270명)/연령별(11~69세, 10세 단위)/
이용제품 및 서비스(8분야)로 구분하여 540명을 대상으로 시민대상 미래수요 중요도 설문조사 진행
≐≐
≐≐

2018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

’18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하는
중점과학기술* 도출
* 연구 시작 당시에는 ‘국가전략기술’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과정에서
최종 ‘중점과학기술’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중점과학기술’로 통일하여 명명함

-- 향후 5년(’18-’22년)간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할 과학기술을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맞춰서 발굴

··10년 내 실현가능성, 구체성, 진보성 등의 1차 필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내외
전문가와 함께 20개의 최종 후보군 도출

-- ’12년 선정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를 반영

주요 대외활동

-- 미래유망기술 DB, 관련 전문가 추천,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뉴스클리핑
등을 통해 미래유망기술 후보군 도출

연구
목적

주요 연구실적

··총 5개의 분야에서 20개의 세부 주요이슈와 54개의 수요를 도출

연구책임자 박종화

-- 미래유망기술 후보군에 대해 KISTEP 내외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설정
··10년 내 실현가능성, 이슈 대응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시장성·기술성 지표 등
정량적 분석자료 포함)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진행
* 과학기술예측조사 및 국가중점기술 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

-- 후보기술의 활용분야별 중복성, 효과성 검토를 통해 최종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

연구
내용

5개 분과별 중점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및 중점과학기술 도출
-- 국과심 기술분야 전문위 체계를 고려한 5대 분과*로 구성하고,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가 총 75인 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공·우주 분과, 기계·소재 분과, 생명·의료 분과, 에너지·환경 분과, ICT·융합 분과

-- 120개 기존 중점과학기술을 유사·중복성, 기술 범주(level)에 따라 통합·세분화하고,
기술 후보풀을 통해 최신 기술트렌드를 반영

발간물

··사람 중심의 스마트 소사이어티 구현을 위한 미래유망기술* 선정
* ①반응형 주택 기술, ②라이프로그 개인비서SW 기술, ③모듈형 대중교통 시스템,
④커넥티드카 기술, ⑤무선전력전송기술, ⑥스마트타투 기술, ⑦소프트로봇 기술,
⑧스마트팜 기술, ⑨인공지능 보안기술, ⑩혼합현실 기술

-- 중점과학기술별 기술명, 기술설명, 세부기술명, 세부기술 설명을 작성한 후 내용의
적절성, 분과 내 및 분과 간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조정을 통해 중점과학기술 후보
마련

시사점

-- ‘사람 중심의 스마트 소사이어티 구현’이라는 기술적이며 공익적 가치를 담은 이슈를
선정하여 10대 미래유망기술의 이슈 대응성을 증대

≐≐

≐≐

11개 대분류, 43개 중분류에서 120개 중점과학기술 도출
-- 인공지능,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기술 신규 반영
-- 기술 트렌드, 기술발전정도, 기술 간 유사·중복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국가전략기술들의
기술명, 기술범위, 세부기술 등 정비

바람직한 미래한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방향성 제시

≐≐

기본계획 추진과제별 중점과학기술

-- 이를 반영해 미래유망기술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정책은 기술의 발전이나 경제적
성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 중심과 수월성 중심에서 탈피할 필요

-- 혁신성장동력 육성,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육성,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 기본계획의 8개 추진과제*와 연계

-- 본 연구는 성별, 지역, 언어의 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을 미래유망기술로 제시

* 창의·도전적 연구 진흥,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동력 육성,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육성,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 실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도시집중화, 저출산 장기화, 고령화 심화,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

032 + 033

-- R&D 관계부처 의견수렴 후 중점과학기술위원회 검토를 통해 최종 중점과학기술
도출

 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은 바람직한 미래사회라는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K
국내 미래유망기술과의 차별적 역할을 수행

KISTEP 소개

≐≐

추진 연구과제

≐≐

중점과학기술 상세 분석 진행

* 전체 응답자 2,181명, 전체 응답 건수 4,588건, 기술 당 평균 38.2건 응답

08

과학기술전략회의 운영지원 및
과학기술혁신 정책의제 기획 연구

-- 정부 역할모델에 따른 중점과학기술 육성 방향*, 중점과학기술별 해당 기본계획
전략 매칭 등 기본계획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 안건 작성

주요 연구실적

-- 중점과학기술의 상세 분석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기술동향/
파급효과/장애요인 분석 진행

연구책임자 한종민

* 민간 기술경쟁력, 산업화 속도 등에 따른 유형화 및 유형별 정부 역할과 중점과학기술 제시
≐≐

연구
목적
≐≐

-- 범부처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지원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중점과학기술 목록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제
기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 신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국가적 이슈에 해당하며,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반영한
국가중점기술을 선정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의제 발굴 및 기획
--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의제 발굴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과학기술은 향후 5년간 기술수준평가, 조사분석 등의
대상으로 활용되며, 기술영향평가, 미래성장동력, 전략로드맵 등의 후보군으로 활용
-- 산학연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상세분석을 진행하여 중점과학기술 결과의 신뢰도 및
절차적 타당성 제고

≐≐

 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 개최·운영 및 심의·조정
범
기능 지원
-- 경제난국 조기 극복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제3차 과학기술전략회의 개최·운영
지원

발간물

연구
내용

주요 대외활동

시사점

 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 개최·운영 및 심의·조정
범
기능 지원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하에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 과학기술·ICT·경제 전문가 회의 및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토론

-- ‘국민체감 성장동력 오픈톡’ 개최

KISTEP 소개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당면 핵심과제,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미래
대비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

··국민 주권 정부 출범에 따라, 대한민국 성장동력 정책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場 마련

≐≐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전략 지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3개 프로젝트를 제외한 6개*를 대상으로 추진
현황 분석
* 정밀의료,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인공지능, 경량소재

034 + 035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각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한 이슈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검토

추진 연구과제

-- 미래성장동력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 수립 지원
··‘(가칭) 혁신성장동력*’ 통합 추진 전략 수립 지원 및 추진 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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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활성화 지원
연구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전략 발굴
-- 4차산업혁명시대의 대학·출연(연)의 새로운 역할 정립 및 연구개발 혁신 방안에
관련된 의제* 발굴
* 출연(연) R&D 성과제고를 위한 출연(연) 내 개방형 협업 방안, 국가혁신시스템 상에서 혁신의 허브로서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 방안 등

-- 최신 사회문제 이슈 발굴 및 심층 분석을 거쳐 온라인 기반 사회문제은행 DB 구축·
제공

≐≐

≐≐

시사점

사회문제 이슈 발굴·분석을 통한 사회문제해결형 R&D 활성화 지원

실질적 사회적 성과 창출을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관리 강화
--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이행실태 점검·관리 및 사회적 성과 창출 강화를
위한 멘토링 실시

4차산업혁명시대에 국가 주도 해결이 필요한 현안 분야에 대한 해결방안 제안

주요 대외활동

-- 산업 및 시장 분석과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국가전략기술 후보
발굴

≐≐

연구
목적

주요 연구실적

* 인공지능, 가상·증강 현실, 경량소재 등 미래성장동력과 통합·연계

연구책임자 황기하

--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아젠다 선정과
정책방향 제시
≐≐
≐≐

연구
내용

감염병 등 3대 분야 사회문제은행 DB 추가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최신 사회문제 이슈 발굴 및 심층분석
··최신 이슈 발굴 및 중요도 분석 등을 통한 심층분석 대상 3대 분야 선정(감염병,
방사능오염, 지진)

--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이나 배분ㆍ조정 등의 예산 상 의사결정과정에 기준으로
활용하여 한정된 자원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

발간물

 구개발 투자방향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전략성
연
확보 가능

··3대 분야 18대 주요이슈 선정 및 이슈별 이슈테이블 심층분석

-- 국가전략기술 발굴, 기획, 지원 체계 관리 등을 통해 기술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가능

※ (분석항목) 이슈명, 문제 정의 및 중요도 분석, 핵심 키워드, 현황 분석, 원인 분석, 해결 방향,
과학기술적 역할, 해결 시 기대효과, 참고문헌 등

-- 사회문제 이슈 심층분석 및 사회문제은행 온라인 게시

≐≐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이행실태 점검·관리

KISTEP 소개

··3대 분야 18개 사회문제 이슈 심층 분석 및 심층분석개요서의 사회문제은행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이행실태 조사 실시
··실태조사 양식·절차(안) 점검 및 조사 대상 실천과제별 사업정보 DB 업데이트
··사업에 대한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부처 서면 실태조사 실시 및 자료 취합·분석
-- 관계부처 대면회의를 통한 멘토링 실시 및 관계부처의 사업별 향후 조치계획 접수·
관리
※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사업이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당초 기획 목표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및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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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대상) ’13-’15년 기획되어 추진 중인 총 15개 실천과제

추진 연구과제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이행실태 점검 절차>
서면 실태조사

≐≐

시사점



~11월 말



전문가 서면
심층검토
12.8~12.14



전문가 2차
검토회의
12.26



관계부처
대면회의
’18.1.11

10

미래성장동력 육성 성과 점검
주요 연구실적

’17.11.2~11.15

기초 분석·검토

연구책임자 전수용

체계적인 사회문제해결 R&D 추진을 위한 사회이슈 기초자료 선제적 조사·축적 필요
-- 과학기술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부각되는 사회문제 이슈에 대한 문제 정의부터
현황 및 심층분석까지의 선제적·체계적 관리 필요

≐≐

연구
목적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 및 성장동력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전략 마련
필요

 회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체계 마련 및
사
실질적 성과 창출·확산 기반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 구현
필요
--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회적 성과 창출을 강화하는
사업개선 컨설팅 및 관련제도 개선·마련

신정부 혁신성장동력 분야 도출
-- 1 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혁신성장동력으로 통합하고,
기초연구 중이거나 공공 분야는 소관부처에서 추진
··지능화인프라, 스마트이동체, 융합서비스, 산업기반의 4대 분야에 대해 13대
혁신성장동력 도출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국가전략프로젝트
(9대 과제)

빅데이터
지능형사물인터넷
5G이동통신

빅데이터(D)
지능화 인프라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스마트 이동체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융합
서비스

차세대통신(N)
인공지능(A)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경량소재
바이오신약

산업기반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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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형스마트기기
실감형콘텐츠
가상훈련시스템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융복합소재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
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시스템
초임계CO2발전시스템
심해저해양플랜트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

KISTEP 소개

스마트자동차
고기능무인기
맞춤형웰니스케어

유형

발간물

--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사업이 부처간 실질적인 연계·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 강화 및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기여

≐≐

연구
내용

주요 대외활동

-- 미래성장동력 및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이원화된 신산업 육성 정책을 단일화하여
R&D 역량을 집중할 필요

-- 특히, 사회문제 이슈에 대한 사전 탐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국민 니즈를
상시 조사·축적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운영 필요

≐≐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가시적 성과도출을
범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

--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서 나타나는 신산업분야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추가 검토

※정책추진 여건, 다부처 추진 필요성, 고용창출 효과,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성 검토

≐≐

≐≐

신규분야 발굴·선정 체계 구축 필요
--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선정평가 등의 세부 추진절차 및
체계 마련 필요

주요 연구실적

··각 부처 수요 등을 검토하여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로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 4개 분야 발굴

-- 분야별 사업 추진체계를 단순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단 전환 등 추진체계 개편 추진 필요

혁신성장동력 유형화 및 맞춤형 육성전략 마련
-- 성장동력 분야의 특성(제품·서비스 vs 핵심기술)에 따라 조기상용화 분야와
원천기술 확보 분야로 유형화
주요 대외활동

-- 조기상용화 분야는 여건조성, 시장접근, 수요창출 분야로 세분화하고 제도개선,
실증, 공공수요 창출 등의 민간참여 촉진 전략 마련
··(여건조성) 신산업·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금융 등 지원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등 3개 분야

··(시장접근)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 역량이 총
결집된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기획·추진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등 3개 분야

··(수요창출) 성장동력 분야의 신제품을 정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사용하여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트랙레코드를 제공
발간물

※지능형로봇, 드론(무인기) 등 2개 분야

-- 원천기술 분야는 산업확산, 중장기연구 분야로 세분화하고 상용화 개발 및
국제표준화, 기초·원천 연구 등의 지원 전략 마련
··(산업확산) 타 산업분야 적용을 위한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공용플랫폼 조성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등 3개 분야

KISTEP 소개

··(중장기연구) 여러 산업에 파급력이 높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중점 투자
※혁신신약, 인공지능 등 2개 분야

≐≐

시사점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필요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안)*의 맞춤형 지원전략을 고려한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필요
*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통합하여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도출하고
유형화하여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관계부처 합동, ’17.12)

≐≐

혁신성장동력 육성·관리 강화 필요
-- 혁신성장동력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분야별 이행실적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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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2017년도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주요 연구실적

11

연구책임자 임성민

≐≐

연구
목적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실증 추진에 적합한 신규과제를 기획하고, 사업관리 지원
-- (과제기획)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기획방향을 마련하고, 기획원칙에 합당한 주제를
선정하여 10개 신규과제를 기획 및 공고
··미래성장동력 분야 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제 및 해당 분야 수요 반영을
모두 고려하여 신규과제를 기획

그림1 국민체감 성장동력 오픈톡 개최 사진

≐≐

시사점

그림2 혁신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 개최 사진

 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제 기획 및 사업 관리 지원을 통해 기술 간
미
융합으로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시장 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함

주요 대외활동

-- 실증 과제 지원을 통해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규제를 조기에 발굴·개선하고,
성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관심을 유발하여 해당분야 기업 투자 유도

≐≐

연구
내용

’20년 ~ ’25년까지 육성 계획을 마련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조기상용화를
위해 실증 과제 지원

-- 수요처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성과의 상용화, BM 고도화 등을 고려하여 조금 더
빠른 사업화 성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발간물

··기 확보된 기술 기반의 실증과제와 소규모 실증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확인된
성과확산과제로 구분하여 추진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제 발굴 평가를 2단계로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
추진단 및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참여로 미래성장동력과의 긴밀한 연계 추진
-- (성과공유회의 개최) 2016년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성과 공유를 통해
사업 성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

KISTEP 소개

··2016년 수행된 4개 과제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확산하고자 과제수행기관 간 교류 중심으로 추진 (’17.9, 국립과천과학관 창조홀)
-- (사업 관리 지원) 2017년 본 사업의 관리는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서 수행하였으나,
사업관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16년 사업관리 경험을 토대로 지원
··2017년 신규과제는 3차례에 나누어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과제공고와 챌린지
데모데이*를 포함한 선정평가 지원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17.1.18., 경제관계장관회의)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실증 아이템 발굴과 창업문화를 확산하고자 미래성장동력 챌린지데모데이를
개최(’17.3, ’17.4 및 ’17.6)

··오픈톡 투게더* 및 2017년 혁신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 개최 지원
* 2017년 신규과제 기술간 융합 및 재구성하여 챌린지퍼레이드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17.6.) 및
정부와 국민이 함께 성장동력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대국민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민체감 성장동력 오픈톡 개최(’17.8.)
** 성장동력, 4차 산업혁명 등과 연계된 미래 신산업·신서비스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심에서 대국민
시연을 하고, 시연 과정에서 발굴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시장 구축을 지원하고자 추진(’17.11,
서울 광화문 광장 및 주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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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다부처공동기획 활성화 기반
연구

≐≐

다부처 공동사업 실태점검 실시
-- 진행 중인 다부처 공동사업에 대한 부처간 협력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 발굴
※ 관련근거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공동사업의 실시 및 관리)

≐≐

연구
목적

 책현안 및 현장수요 반영에 최적화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발굴 및 추진과정
정
내실화를 통해 부처간 협력 및 국가 R&D 투자 효율성 강화

≐≐

시사점

··수요발굴 채널 다양화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과제 발굴 방식의 유연성
강화
··기획연구 과정에서 국과심 민간위원 중심의 예산 분야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중복성 및 예산 반영의 적절성 검토 강화

2018년 추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선정*
* ’16년도 상·하반기 수요발굴을 통해 다부처 공동기획연구를 진행한 11개 과제 중 선정

··사전기획연구 및 공동기획연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
컨설팅 실시

< ’18년도 추진 다부처공동사업 개요>
사업명

참여 부처

기간/ 예산

•국토부(주관), 산업부, 문체부, 안전처

•5년/495억원

•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경찰청

•5년/320억원

•산업부(주관), 과기정통부, 원안위

•7년/811억원

≐≐

다부처 공동사업 발굴 및 기획 내실화
-- 상
 ·하향식 수요 발굴, 사전·공동기획연구의 연 1회 추진으로 충분한 기획기간·예산
지원을 통한 기획 내실화 도모
※ 기존 연 2회 추진에 따라 기간부족 등 기획 부실화 우려 및 실집행 이월 등 애로 발생

발간물

•공간정보 기반 실감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플랫폼 기술개발
•복합인지 기술기반 신원확인 및
범죄수사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

주요 대외활동

≐≐

효율적인 다부처 사업수행을 위한 단계별 운영방법 개선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선정·운영 단계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추진

* 특정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3개 이상의 부처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기획·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내용

주요 연구실적

12

연구책임자 김윤정

* 예타 추진 준비 중

≐≐

상·하향식 신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발굴

≐≐

KISTEP 소개

-- (수요발굴)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현안 연계의 하향식(Top-down) 방식과 국민수요 기반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을 병행하여 총 95건의 수요 발굴

다부처 사전·공동기획연구 총괄 운영
-- (사전기획연구) 상·하향식 공모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사업추진 필요성, 다부처
추진 타당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거쳐 다부처 특위에서 총 21개의 사전기획연구
대상 과제 선정 후 기획연구 지원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공동기획연구) 사전기획연구 대상과제 21건 및 2개의 패스트트랙* 과제 중
관련부처의 참여의지, 다부처 추진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총 11건의 공동기획연구
대상과제 선정 후 기획연구 지원
* 충분한 사전기획 및 부처 간 합의가 진행된 과제를 대상으로 다부처특위 심의를 거쳐 ‘사전기획’
을 생략하고 바로 ‘공동기획’ 단계부터 추진하는 제도(관련근거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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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활성화 방안,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 개선, 등 부처간 R&D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안건 보고
-- 민·군기술협력에 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심의·조정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정책방향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

연구
목적

··민
 ·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중재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조정 역할 강화

주요 대외활동

≐≐

연구
내용

 부처공동기획사업 기획·조정·심의를 위한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다
구성·운영

주요 연구실적

13

연구책임자 김윤정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주요사항 심의(사전·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 공동기획사업
확정 등)를 위한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지원
-- 총 3회의 다부처 특위(제14회~제16회) 및 총 1회의 다부처 실무소위(제4회) 개최를
통해 총 5건의 안건* 효율적 처리
* 「’18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안)」, ’19년도 다부처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19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등

발간물

≐≐

제3기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
-- 기존 제2기 다부처 특위 임기 종료(’17.7) 및 민군특위 폐지* 이후 다부처 특위 통합
운영에 따른 제3기 다부처 특위 확대 구성
* 국방전문위원회 신설에 따라 민군특위를 폐지하고, 기능 및 역할, 심의방식 등이 유사한 다부처특위로
통합·운영

-- 구성 시 다부처사업 관련 경험자 및 실무자 적극 고려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촉
KISTEP 소개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민군특위 통합에 따른 안건 다양화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적 사전 검토 및 평가
강화를 위한 전문가협의체 운영 확대
-- 부처 간 협력 관련 이슈에 대한 안건 다양화* 방안 모색
* 미래대비, 사회문제, 민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부처 협력 고도화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시사점

다부처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R&D 분야의 부처 협업 강화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다부처 사전기획연구 대상선정, 공동기획연구 대상선정, 공동기획사업 확정 등 사업
수행 과정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심층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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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분석 및 범부처
혁신센터 연계사업 발전 방안 연구

≐≐

연구
목적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 지원 성과분석을 통해 연계사업의 효과 확인 등 정책적
의사결정의 참고자료 제공
··범부처 혁신센터 연계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 제공을 통한 혁신센터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

 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발전 방향 도출에 기여하는 등
지
지역기술혁신정책 추진 지원 체제의 효율화

주요 대외활동

-- 그동안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보육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를 분석·
활용하여 관련 정책적 지원 타당성 확보에 기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정책 추진 효과 확인과 안정성 제고 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창업·성장 단계별 효과적인 창업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범부처 혁신센터 연계사업 현황 점검 및 발전 방안 마련 필요

≐≐

연구
내용

주요 연구실적

14

연구책임자 이도형

혁신센터 지원 기업의 성과 및 범부처 연계사업 현황·개선 방안 마련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하는 기업(수혜기업)의 성장 모니터링 및 정책 추진
발간물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혁신센터로 인해 형성된 지역 기술기반 기업 규모를 파악하고, 지역 혁신센터별
창업기업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따른 직접적인 성과를 분석하여 발전 방향
도출
··실태 조사 분석을 토대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의 영향을 확인 및 홍보
-- 범부처 혁신센터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연계사업의 추진 방안을 모색

KISTEP 소개

··기존 연계사업 추진 현황 조사·분석, 관계기관 추진체계 공고화 방안 제시
··센터 중심의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강화 방안 제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계 방안 제시 등

 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정책 추진 의사결정 판단 근거 자료로서 혁신센터의
창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시사점

--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
추진의 당위적 논거 개발에 기여
··혁신센터 발굴 및 지원 기업에 대한 성장성 모니터링 등 지원 성과 분석을 통한 정책
추진의 타당성 확인
--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지원과 지역 혁신중개조직으로서의 운영 모델 정착에 기여
048 +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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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2017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심층분석

-- 계획의 ‘수립-시행-결과’ 전주기에 걸쳐 해당 계획의 절차적 사항과 내용에
대해 점검 및 분석을 수행하고 차기계획 수립 시 개선·발전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차원의 의견 제시

≐≐

≐≐

연구
목적

 리나라는 다수의 부처에서 R&D를 수행하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우
있어 계획 간 연계성 제고가 필요

시사점

 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의 정합성 제고 및 각 부처
과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강화에 기여
--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적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권고함에 따라
법정계획의 비율이 지속 증가

-- 각 부처가 수립·시행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계획 간
연계 및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12년) 66.4% → (’13년) 69.0% → (’14년) 69.2% → (’15년) 83.0% → (’16년) 93.5%

≐≐

 가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및 계획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국
중장기계획의 연계·조정기능 강화가 필요

주요 대외활동

-- 종료 예정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결과’의 전주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차기계획 수립 지원

주요 연구실적

15

연구책임자 강현규

-- 중장기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과정 및 성과창출의 전주기를 모니터링하는
중장기계획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연구
내용

 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과학기술분야 5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중
및 분석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발간물

-- 2016년 12월 기준 16개 중앙행정기관(9부·4청·2처·1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총 93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대상
< 중앙행정기관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현황(’16.12.) >
부 처

계획 수(개)

부 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국 방 부
문화체육관광부
산 림 청
중소기업청
국민안전처
식 약 처
합 계 : 16개 중앙행정기관, 93개 계획

36
13
12
7
5
3
3
3

계획 수(개)
3
2
1
1
1
1
1
1

KISTEP 소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기 상 청

-- 2016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장기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분야 및
세부분야별 연계맵 작성

≐≐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2015년 정비를 권고한 계획들의 권고사항 반영 여부를 조사하고 2016년 신규
정비·개선사항 제시

 료 2년 이내의 계획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차기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종
의견 제공
-- ’17년 계획기간이 종료되는 2개 종합계획*을 대상으로 실시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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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 연구인력의 성과
분석, 현황 진단을 통한 역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
목적

-- 정규직 전환 이후의 비정규 연구인력 정책대안 제시
··출연(연) 내 비정규 연구인력의 역할은 보조, 지원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정규직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확대 및 강화. 따라서 비정규 연구인력 정책은 주변 정책이 아닌
출연(연)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책 성격으로 인식 필요
··5~10년간 안정된 임기를 보장하는 임기제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인력 확보(공공,
산업화), 새로운 영역 도전(JRG, IRG), 인력저수조 역할 회복(Bridge 프로그램) 및
Young Leadership 육성과 안정된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과학기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출연(연) 비정규 연구인력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

주요 연구실적

16

연구책임자 김승태

-- 2000년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자 정부는 차별철폐, 무기직
전환 등을 추진

※ 비정규직 인력 비중은 ’10-’12 출연(연) 효율화, 선진화에 의해 정규 정원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2012년 말 37%까지 증가했지만, ’13년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차별 철폐 등 비정규 관리체제의
강화에 의해 2017년에는 27% 수준까지 감소

≐≐

시사점

 학기술 혁신체제 관점에서 비정규 연구인력 정책대안 제시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에
과
기여
-- 비정규직의 R&D 기여도에 대한 논란에 경험적 분석결과 제공
-- 확보한 자료 및 분석결과는 향후 발전적 출연(연)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지속 축적

주요 대외활동

-- 정부정책에 민감한 출연(연)의 비정규직 인력 규모는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증감을
반복하여 현재는 전체 인력 중 4분의 1 이상을 차지

-- 그간 출연(연) 비정규직 정책은 노동과 재무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R&D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노정
-- 과학기술 관점에서 바람직한 비정규직 정책대안 모색 필요

발간물

≐≐

연구
내용

국가 혁신체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비정규직 정책대안 모색
-- 역대 정부별 과학기술 비정규직 정책과 특성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 수단 중 하나로 고용 유연성 강화 추진
··2000년대 초반, 비정규직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은 주요 고용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회적 격차에 대한 논란 확대

KISTEP 소개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수의 보완책이 제시되었으나 풍선효과를 초래하며 현재에
도달
-- 주요국(독일과 일본) 연구기관의 유사 운영 사례 분석
··혁신성장형 주요국에서 계약직 연구인력 제도는 재정·노동뿐 아니라 국가
혁신체제의 관점에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日), R&D 수월성 추구(獨), 우수
연구인력 내부 발굴 기회 마련(日/獨), 그리고 타 연구부문으로의 고급 연구인력
공급(日/獨)이라는 ‘인력 저수조’ 역할까지 고려하며 제도적으로 발전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출연(연) 비정규 연구인력의 R&D 기여도
··비정규직이 출연(연) 연구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여 비정규직 역할
모색 필요
··분석결과 ① 비정규 연구인력 비율이 높아질수록 ② 출연(연) 규모가 클수록 ③
출연금 비율이 높을수록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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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2017 연차보고서

추진 연구과제

2017년 민간혁신스코어보드 구축 및 발간

≐≐

(심층이슈 분석)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지표 개발의 탐색
-- 최근 5년간의 등록 특허 전체에 대한 대용량 데이터 중 특허 서지사항을 활용해
새로운 혁신지표 산출 방법론 개발 시도
··분 석 대상 기술 분야는 4차 산업 혁명 관련 핵심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인공지능(AI) 분야를 선정

≐≐

연구
목적

주요 연구실적

17

연구책임자 최동혁

-- 등록된 특허를 민간, 대학, 공공, 외국 등 혁신 주체 별로 구분하고 주체별로
혁신활동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지표 도출

국내 민간혁신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의 개발
--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수행되는 민간혁신 활동을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구조화하여 국내 민간혁신 현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축

≐≐

≐≐

시사점

심층이슈 분석을 통한 민간 부문 혁신정책의 시사점 도출

-- 정부R&D와 민간R&D 규모 등 혁신활동의 투입지표는 우수하나 민간혁신 관련 제도
영역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성숙함

-- 민간혁신스코어보드 지표체계를 활용한 총괄적인 분석 이외에 4차 산업혁명 등
시의성이 있는 주제들에 대한 심층분석 수행

-- 소수의 대기업에 부가가치 창출이 집중되어 있고 창업과 같은 혁신의 조직화 활동
저조

··해당 주제와 관련한 민간혁신 현황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공

··R&D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혁신활동의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

≐≐

민간혁신스코어보드 지표체계 구축 및 세부지표 발굴
-- 스코어보드 지표체계를 혁신인프라, 제도, 혁신활동, 영향 등 4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과 관련된 세부지표를 발굴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혁신지표의 개발 가능성 제시
-- 국내 등록 특허에 대한 대용량 특허DB를 활용해 민간, 대학, 공공, 외국 특허를
구분하고 주체별 혁신활동 차이를 분석

발간물

≐≐

연구
내용

 간혁신스코어보드 지표 현황은 국내 민간혁신시스템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제공

주요 대외활동

-- 해외 주요국과 비교가 가능한 세부지표들을 활용해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민간혁신시스템의 특징 도출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이외에 다양한 서지사항 정보를 활용

··기존의 48개 지표에 12개의 신규지표를 발굴해 총 60개 지표 활용

≐≐

KISTEP 소개

··모든 지표는 해외 주요국과 상대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선정해 주요국에 대비한
국내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국내 민간혁신시스템 현황을 스코어보드 지표체계를 통해 진단
-- 4대 영역에 대해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
··(혁신인프라) 인프라 영역은 공공 R&D투자, 과학기술인력 항목 등 상대적으로
우수한 세부지표들이 분포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제도) 기술보호 및 진흥 관련 법·제도와 금융규제 제도 등의 여러 세부지표들에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혁신활동) 혁신활동 영역 중 지식활동 부문의 지표에 비해서 조직활동 부문의
지표가 저조
··(영향) 하이테크 산업의 제조업 수출 비중, 기업규모 별 부가가치 비중 등에서 특정
산업 및 기업군에 집중화된 산업구조가 드러남
054 +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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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2017년 산학연협력 스코어보드 연구

··연결정도 45 이상인 기관이 전체의 1.1%(100개)에 해당하며, 이 중 유형별로 보면
‘학’이 ‘산’과 ‘연’보다 두드러지게 많으며, 상위 100개 기관에서도 ‘학’의 비율이
두드러짐
··6T 기술분야별로도 연결망이 다르게 구조화 되어 있음을 확인

≐≐

연구
목적

 학연협력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지표
산
구축 및 심층이슈 분석 수행

 학연협력 스코어보드 지표 현황은 국내 산학협력 혁신시스템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제공
-- 자발적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과 더불어,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 금융제도 등
산학연협력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

≐≐

연구
내용

산학연협력 스코어보드 지표체계 구축 및 세부지표 발굴
-- Triple Helix Model 및 국가혁신시스템모형을 개념적 틀로 LOGIC 모형 기반의
분류* 및 각 영역의 세부지표 발굴

··또한 신용 접근성과 같은 금융 인프라에서는 취약점이 발견되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주요 대외활동

--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연구개발 위험성 분산 등을 위해 산학연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연구결과의 기술이전·사업화는 혁신경제의 핵심요인

≐≐

시사점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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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이경

*투입, 활동, 성과, 인프라 등 4개 대분류 및 13개 중분류

발간물

··자금, 인력, 협력연구,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투입·활동·성과지표와 더불어
창업지원, 법규제, 금융 등의 인프라 관련 지표로 구성
··모든 지표는 해외 주요국과 상대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선정해 주요국에 대비한
국내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

스코어보드 지표체계를 통한 국내 산학연협력 현황 진단
-- 투입, 활동, 성과, 인프라 부문에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고
시계열적인 변화 분석
KISTEP 소개

··활동 부문 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해당하는 창업활동지수와 성과부문에 해당하는
초기창업비율, 새로운 제품 및 시장 비율 등은 13년 대비 상승
··그러나, 대학 및 공공연구소와 협력한 기업은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자발적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

≐≐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한편, 투입 부문과 인프라 부문의 여러 지표들은 표준화 점수와 순위 모두 13년
대비 하락

(심층이슈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분석
--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 중 공동연구만 추출하여,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론
기반의 공동연구 연결망 특징 분석
··절반 이상의 기관이 15년 기준 1번의 공동연구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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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연구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
-- 미래사회 변화와 과학기술 현황 분석
··미래사회 변화 트렌드* 분석,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기대 분석**

≐≐

연구
목적

 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전략, 중점과제 등을
우
제시하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의 계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제4차 계획(’18-’22) 수립

*첨단기술에 기반한 경제·사회의 획기적 변화, 인류사회 및 우리나라 난제 지속, 삶의 질·환경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국민의식 변화
**과학기술의 미래모습 전문가 조사결과(’17.5) 키워드 분석, 과학기술혁신플러스 국민제안(’17.8～)
키워드 분석, 2016 과학기술 국민이해도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 분석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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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임성민

-- 비전 및 2040년 미래모습 제시

··각 부처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

··과학기술 장기비전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효과성 제고
및 국가적 역량 결집 유도

비전

미래
세상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혁신적 신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생활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건강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안보걱정이 없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풍요로운세상

편리한세상

행복한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주요 대외활동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 [연구자] 자유로운 연구환경에서 혁신적 지식 창출
≐≐

연구
내용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
-- 2040년까지의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과학기술이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

< 과학기술 장기비전 및 기본계획 연계방안 >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과학기술이
꿈꾸는 2040년 모습 제시
·미래세상 속 주체별 모습 제시

중기계획 수립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미래비전에 따른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제시
·범부처 추진과제 도출

● [혁신생태계] 도전과 성장이 활발하게 발생

* 연구자, 기업인, 국민, 혁신생태계 등 주체별 모습을 구체적인 지표(총 44개)를 활용하여 제시

-- 향후 5년간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제시
··2040년 미래모습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 제시
①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로 전환 ② 활발한 혁신생태계 조성
③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가속화 ④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제에 기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 19개 추진과제 도출
4대
전략

-- 2040년까지의 장기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의 준비정도를 분석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해야할 전략과 구체적인 추진과제 도출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과정에 국민·연구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마련하여 현장중심의 계획 수립 추진
중점
≐≐

민간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총괄위원회)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총괄
-- (미래위원회) 환경변화 분석 등을 통한 과학기술정책방향 설정
-- (정책분야별 위원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분야별 추진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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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ㆍ과학적 지식탐구
및 창의·도전적인
연구 진흥

ㆍ주체·분야 간
협력·융합 활성화

ㆍ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ㆍ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ㆍ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확산
ㆍ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 강화

ㆍ기술혁신형 창업·
벤처 활성화
ㆍ경쟁력있는
지식재산 창출
ㆍ지역주도적
지역혁신 시스템
확립
ㆍ국민참여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ㆍ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강화
ㆍ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동력 육성
ㆍ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육성
ㆍ혁신성장 중추인
중소기업 육성
ㆍ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

ㆍ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
ㆍ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ㆍ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 실현
ㆍ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플러스(scienceplus.kr)’ 개설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KISTEP 소개

·2040년까지 메가트렌드 분석
·미래 한국사회 주요이슈 도출
·니즈분석에 따른 미래기술 도출

장기비전 및 미래모습 제시
과학기술미래비전 2040

● [국민] 과학기술의 성과를 향유하며 삶의 질 향상

발간물

※ 과학기술예측조사(’17.3), 과학기술미래비전(’10) 등을 바탕으로 최신트렌드 분석 및 미래모습 수정·
보완

미래예측·전망
과학기술예측조사

● [기업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글로벌 시장 선도

주체별
모습

추진 연구과제

≐≐

시사점

 본계획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기
실적점검 내실화 필요

20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기반연구
주요 연구실적

--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R&D 투자방향 수립 및 평가를 추진하고 부처별 관련
계획 등이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도록 관리

연구책임자 이재훈

-- 부처별 관련 정책·사업을 구체화화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연구
목적

 러나 아직도 상당 부분 실적이 미흡하고 정부의 계획 및 학계의 연구와 더불어
그
현장의 의견도 정리하는 과학기술 규제개선 과제 필요
-- 과학기술분야 규제비용관리제 수행지원 및 규제비용관리 자체 검증 수요 대응과
함께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기본 관점에 따른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분야 연구
관리의 규제 개선 정책방향 제시 필요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성과 분석
-- 과학기술 규제비용분석 매뉴얼 개정 준비를 위한 지난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현황, 성과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추진해야할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과제
제안

≐≐

해외 주요국 규제개혁 체계 분석

과학기술분야 연구관리제도 인식조사 실시 및 분석

KISTEP 소개

-- 과학기술분야 규제비용관리제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내부 역량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규제 정책, 규제 분류 체계 및 현황 등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 실시

≐≐

발간물

≐≐

연구
내용

주요 대외활동

≐≐

 학기술 규제 개혁을 위하여 현장중심, 범부처 대책, 규제개선 시스템의 선진화,
과
기존 규제의 감축, 미등록규제의 정비, 핵심규제 개선, 시범사업 실적, 규제영향분석,
규제일몰제, 규제신문고 등의 다양한 정책 기 추진

-- 현장 연구자 대상의 연구관리제도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과 책임의 R&D 연구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실시

과학기술분야 규제 연구 및 개선 제언
-- 연구자 중심의 R&D 제도·규제 개선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 하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R&D 연구 환경, 지원 환경 및 관리시스템 혁신이 필요
··(연구자 중심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연구비 집행 및 정산 등에 있어 자율성과
편리성을 최대한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정·제도의 개선, 서류제출 양식 및 절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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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를 추진하여 연구자의 연구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자가 연구 기획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비용관리제 사례 분석

··(상호 신뢰의 R&D 환경 및 문화 조성) 감사 기관은 R&D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R&D
특성에 맞는 감사를 운영하여야 하고, 입법 기관은 부적절한 R&D 법령 및 제도를
완화하며, 정부 부처 및 연구관리 지원기관은 불필요한 R&D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비용분석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규제비용분석 TF」
구성 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하고, 비용 편익 분석 등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비용분석 분석방법론 확립

행정처리 간소화

주요 연구실적

-- 규제비용관리제 및 규제영향분석 내실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분야 신설·강화/
감축에 따른 비용분석 실시·검토 등을 진행

< 연구자 중심 R&D 제도혁신 추진방향과 과제 >
관리·규제 중심의 연구관리 환경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한

≐≐

시사점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획일적·사전적·전면적 규제에서 사후적·
실험적 시도가 허용이 될 수 있는 규제제도 수립 필요
··해당 분야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할 기준을
정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환경에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
필요

R&D 연구환경 혁신

3대 혁신

R&D 지원환경 혁신

R&D 관리시스템 혁신

≐≐

주요 대외활동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 으로 혁신

자율과 책임의 연구자 중심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최우선 과제
··연구자의 자율성과 연구과제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R&D 지원 필요

다양성·
개별성 포용

개방형·
지능형 확대

전문성·
공정성 확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R&D 환경 및 문화 조성



자율성·
책임성 균형

발간물



창의성·
유연성 강조



도전성·
혁신성 강조

6대 추진방향

3대 분야 / 12개 세부 추진 과제
연구자를 보호하고
책임있게 관리하는 문화

연구자를 옭아매는 규정 해소

연구자대상 감사 대응환경 혁신

지능형 R&D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세
 부 연구비 관리지침 폐지를
통한 연구자 책임 완화
②도
 전·혁신적 연구에 대한 연구
관리 부담 경감

⑤연
 구자 보호체계 보완·강화
⑥제
 재조치 심의 절차상 연구자
편의성 제고

⑨오
 픈이노베이션형 플랫폼 환경 구축
⑩개
 방형·지능형 과제 선정 체계 구현

연구행정 다양성·책임성 제고

연구 인력 관리 시스템 개선

⑦연
 구관리 전문성 강화
⑧연
 구행정의 전문적 연구관리
교육 실시

⑪연
 구관리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한
연구비 체계 개선
⑫개
 방형 R&D 역량 공유확산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제도개선

연구자의 연구 몰입을 위한 유연한
환경 조성
③온
 라인 기반의 행정 서류 제출
획기적 간소화
④회
 계·법률 자문 지원 사업 추진

개방형 시스템을 통한
전문적인 R&D 관리평가

KISTEP 소개

도전·창의 기반
연구자 연구 몰입환경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스타트업 관련 규정 개선
··과학기술관련 규제 발굴 브라운백 세미나 등으로 내부 역량을 제고 및 규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핀테크(FinTech), 사물인터넷 등 융합 R&D 중심으로
성과확산 및 기술사업·창업에 필요한 규제 발굴
··기
 관·산업계 전문가 세미나·회의 등을 통한 지역 산업의 스마트화 규제 개선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기반 연구 진행
-- 인공지능 기반 금융·보험 산업 성장 저해 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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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성과물로서의
연구노트에 관한 법률적 연구

≐≐

연구
목적

 러나 그간 과학기술분야 저작권과 관련된 관심은 특허권을 중심으로 집중되었으며
그
특히 저작권에는 상대적으로 소홀

-- 범부처적인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혁신 정책 등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다양한
과학기술분야 내 저작권 관련 분쟁과 이슈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연구노트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기술혁신성과물"
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
品)과 시작품(試作
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
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중략)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연구노트 법적 근거에 관한 분석
-- (연구노트의 법적 근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제1항 일부 발췌)

-- 「과학기술기본법」 상에는 ‘연구노트’라는 용어 미존재

연구자의 연구노트의 성과물 형태(유·무형)에 관한 연구

≐≐

 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취득하는 연구장비, 연구기자재를
국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담겨있는
연구노트(연구노트도 연구 과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연구과정 전 또는 연구과정 중에
취득(구매)하는 물품으로 봄)는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으로 소유권 이전
-- 이런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을 이전한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음(일신전속권으로 타인에게 양도 불가)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저작물은 문학 및 예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물까지도 해당되며,
암호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이나 글로써 풀어질 수 있는 것과 실제의 음성적
표현이 아닌 수화(手話) 따위도 어문 저작물(무형자산)
--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조문 상 연구노트를 유형적 성과물로
보고 있는 바, 연구노트를 저작물로 이해하지 않음
··연구노트에 담긴 내용이 특허권 확보 등에 있어서 주요한 정보나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저작권법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임에도, 연구노트를 노트
(note)인 공책이나 연습장인 유형물로 보고 무형적 성과가 아닌 유형적인 성과물로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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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내용 중에 일부
위임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발간물

≐≐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성과물 및 기타 아이디어의 구현을 통한 어문저작물이
국
꾸준히 창작되는 바, 저작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특허와 별도로 저작권법의 범주

-- (연구노트)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무형적
지식재산이 노트나 전자 파일에 고정화된 유형물

연구
내용

··대부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연구노트를 ‘유형적 성과’
로 보고 있었는데 일부 행정규칙에서는 ‘무형적 성과’로 보는 등 연구노트에 대한
이해에 혼선 가능

주요 대외활동

≐≐

-- 또한 다양한 행정규칙에서 연구노트에 관한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행정규칙 간에 규정이 일관되지 않음
주요 연구실적

21

연구책임자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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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시사점

연구노트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 등 입법적 보완 필요
-- 일관성 있는 이해를 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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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무형자산인 연구노트를 유형적 성과물로 이해하는 규정 개선 필요
··각 규정 간에 발생하는 차이 개선도 필요

≐≐

연구노트에 대한 저작인격권 부분 사전적인 보완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기자재, 연구장비처럼 연구노트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소유권 이전 부분과 함께 저작인격권에 관한 사항 개선 필요

연구
목적

≐≐

연구자 중심의 국가R&D 제도개선 체계 구축
--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자 애로사항
해결 및 행정부담 완화

-- 대
 학·출연연 등의 학생인건비 안정적 인건비 활용 및 연구 효율성 증진을 위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운영

··연구노트 소유가 주관연구기관이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추후
논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 필요

주요 대외활동

--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연구노트(공책)도 연구 과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연구과정 전 또는 연구과정 중에 취득(구매)하는
물품으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 논의 필요

-- 국가 R&D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혁신도약형 R&D 제도개선

※저작권법 상의 예외라는 규정 명시(예시)

≐≐

주요 연구실적

※과학기술기본법 내 연구노트 관련 기본 방향 조문 신설 필요

연구책임자 김현민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정부출연(연)·특정(연)·비영리(연) 및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간접비 비율 산출

 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행정규칙 상에 나열하고 있는 연구노트에 관한
국
다양한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구노트에 관한 분석
≐≐

연구
내용

발간물

-- 저작권법 전문가 및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연구노트 지침을 입안자나 정책자
중심의 규정이 아닌, 연구자 중심의 연구노트 활용 방향 정립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근거 마련, 연구비 계상기준 개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 연구서식 간소화, R&D 성과관리 개선, 연구보안·
윤리 강화, 과제선정 가점기준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의 제재조치 운영 매뉴얼 개선 지원

≐≐

KISTEP 소개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및 각
중앙앙행정기관의 제재조치 제도 운영 사례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개선(안) 마련 지원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17.6)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부처별 상이한 연구개발규정에 대하여 범부처 공통의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가·감점기준, 협약 체결 및 변경 서류, 참여제한 등 제재, 연구수행 주체별 서식 및
부처별 첨부서류 등 R&D제도 개선사항 반영

--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국가R&D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비 집행에 따른 불편 해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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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수행 절차별 세부기준*을 담은 표준매뉴얼을 연구현장에 제공하여
연구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외부인건비 집행기준 완화 → 원소속 기관에 문서로 인건비 지급을 통보 후 집행한
경우 인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산출
-- 출연(연)·특정(연) 및 대학 등 총 238개 기관*에 대한 기관별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및 고시(’17.2~12)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69개, 대학 169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기획·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 신규 신청기관 대상 현장점검(59개 기관)실시, 현장점검 총평회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고시 등
-- 학생연구원 통합관리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기관 단위 확대, 학생인건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시행하여 학생연구원에 대한 적정 인건비 지급
기반 마련

-- 혁신도약형 R&D 유형 구분, 사업 추진에 따른 부처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정착 기반마련

≐≐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필요
-- 연구자 중심 국가R&D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자 애로사항 해결 및 행정부담 완화
필요

혁신도약형 R&D 제도 개선
-- 국가 R&D사업의 투자 효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
혁신도약형 R&D 도입·시행 추진 실적 점검, 개선방안 도출

 구자 중심의 연구생태계를 구축하여 연구성과 창출 및 연구에만 몰입 할 수 있는
연
환경 조성 필요

≐≐

 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연구제도혁신기획단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 고도화
다
필요
-- 이를 통해 연구현장 수요 및 의견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R&D 제도
마련 필요

기술료 제도개선
발간물

-- (정부납부기술료 통계조사) 18개 부처·청·위원회 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수입·
사용현황 통계조사
-- (국정과제 36-3) 비영리법인 대상 연구개발 보상금 실태조사를 통한 공정한
배분기준 마련

≐≐

주요 대외활동

≐≐

≐≐

시사점

주요 연구실적

≐≐

≐≐

R&D도우미센터 효율적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해 상시적 정보 제공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
KISTEP 소개

-- 전문기관 및 해당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운영

≐≐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 구성·운영
--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 확립 및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R&D지원 제도 혁신 추진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 홍보 및 활성화 방안 추진
-- 연구제도혁신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Facebook page 등
SNS 활용 및 네이버카페 운영 등
-- 하이브레인, 브릭 등 기존 사이트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수집하여 공론화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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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기능정비
방안 연구

< 연구관리 전문기관 체계점검 기본틀(안) >
평가영역

평가구분

평가결과

결과활용
기관 임무 및 기능조정

경영
연구관리
≐≐

연구
목적



상위평가 

평가결과
보고서 

이행
계획서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기관장연봉, 인센티브
주요사업비 연계

< 점검추진체계(안) >
평가지침

국가
과학기술
심의회

과학
기술
혁신
본부

평가주관



KISTEP

평가결과 및
활용

평가수행



평가단
구성



평가
결과
보고

국가
 과학기술

주요 대외활동

연구
내용

 자체평가

 구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정비 방안 수립
연
필요
-- 부처별 칸막이식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기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후속과제 제언 필요

≐≐

전문기관
보고서

주요 연구실적

23

연구책임자 황병용

심의회

-- 일반현황* 및 기획관리평가** 기능에 관한 기관별 비교표 작성
* (일반현황) 인력, 조직, 예산, 주요관리대상 R&D사업, 설립근거, 정관 등
** (기획관리평가) 기획평가사업 내역, R&D 과제 기획 및 선정 프로세스, 중간 및 최종평가 방식, 연구비
집행 기준, 연구관리 시스템별 특징 등

··경영 분야*/연구관리 분야**로 나누어 평가 후, 결과에 따라 기평비 편성 시
반영하는 등 환류 체계 수립
*(경영분야 지표)리더십,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예산, 감사 및 개선 정도, 정부권장정책 이행정도 등

-- 현
 황·실태 조사·분석 주요 내용

**(연구관리분야 지표) 기획평가의 전문성 및 역량, 연구자 중심의 연구행정서비스 구현정도, 정부 R&D
제도개선 반영 및 성과관리 적절성 등

··(사업기획)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권한/역할이 법률마다 상이, 책임소재 불분명

--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에 관한 실태 점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등

발간물

··15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총 520개 사업의 전반적 현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 발굴

··(선정평가) 책임평가위원제 확대 도입 필요, 선정평가시간 부족 등
··(평가결과활용) 대부분 제재조치에 활용하며, 컨설팅·보상 등으로의 연계 저조

≐≐

--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정의·기능·설립
요건 등 마련

··(연구비정산) 다수 사업에서 2개 이상의 방법을 혼용, 연구행정부담으로 작용

연구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을 위한 개괄적 지표 발굴

-- 기획관리평가 체계 점검 관련 권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원칙 마련

≐≐

국과심 산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특위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통해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향에 관해
논의하여 기능 정비 방안 마련을 추진

-- 체계적 평가 시스템 하 전문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및 전문성에 관한 점검 지표 발굴
필요

-- 전문기관 효율화 포럼을 개최하여 기능 정비 및 체계 개선, 역량 강화를 주제로 산·
학·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 수렴

··정부 R&D 제도개선 반영 정도, 연구자 중심의 연구행정 서비스 구현 정도, 업무
전문성 및 역량, 인프라 등에 관한 점검 지표 발굴

070 + 071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다수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개별 규정에 따라 R&D 예산을 관리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R&D 관리 부재

KISTEP 소개

··(연구행정시스템) 전문기관별 칸막이식 시스템 운영은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가적 R&D 관리정보의 부재로 이어짐

≐≐

전문기관의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원칙 마련

추진 연구과제

≐≐

시사점

 처별 산발적으로 설립된 다수의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분절적인 R&D 사업 관리를
부
수행함에 따라 예산 비효율 발생
* R&D관리가 주목적인 기관/부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 등

-- 기관 간 기능정비를 통해 연구관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연구자 중심의 전문기관 역량 강화 필요

24
연구
목적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출연(연)
평가
≐≐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출연(연) 임무중심형 평가 실시
-- 미래부 직할 기관별 기관장 임기 및 고유 임무유형을 고려한 자율과 책임 중심의
맞춤형 평가로 기관의 임무달성도 제고

-- 연구관리전문기관 별로 R&D 규정 및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연구행정부담이
과도하며, 국가적 차원의 R&D 관리 정보 부재

··성 과중심 연구개발 활동평가 및 연구성과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통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의 S/W 혁신 필요

<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절차 및 체계 >

R&D 연구기획관리평가 예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 수립 필요
-- 기평비 재원의구성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예산편성 구조가 과기부·기재부로
이원화되어 기평비 예산의 체계적 관리 곤란

상위평가

임기 초

연구성과계획서 점검

상위평가
필수사항
반영 점검

향후 평가기준으로
활용

임기 중

중간컨설팅
(연구기관 자율 실시)

사후 적정
여부 확인
(자체,상위)

연구성과계획서 수정

임기 말

종합평가

상위평가

기관장 성과연봉 및
직원 능률성과급
예산 반영, 포상 등

··분산된 기평비에 관한 통일된 편성 및 집행 기준 마련 필요

연구
내용

발간물

자체평가

* 기관별로 출연금, 기평비 세부사업, 사업 내 기평비 등 편성 유형 다양

≐≐

주요 대외활동

≐≐

주요 연구실적

-- R&D관리규모 및 관리인력 등에서 기관별 차이가 크고, 관리형태 다양*

연구책임자 김현민

 율과 책임 중심으로 미래부 직할 8개 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등 기관별 임무 중심형
자
평가 시행

-- (중간 컨설팅) 기관장 임기 중간성과 점검 및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 자율
중간컨설팅 실시 결과에 대한 적정성 점검

KISTEP 소개

-- (경영계획서 점검) 기관의 임무유형을 고려하여 기관장 임기 내 달성 목표를 설정한
경영성과계획서에 대한 적절성 점검

-- (종합평가) 기관장 임기 말 경영 및 연구부문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및
이에 대한 결과 환류

부문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4)
중간컨설팅 (1)
종합평가 (3)

072 + 073

대상기관
●고등과학원(KIAS),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COMPA)
●광주과학기술원(GIST)
●(1차)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3차) 국가수리과학연구소(NIMS)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평가대상기관 >

추진 연구과제

≐≐

2018년도 기관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적용

기존
임무 기반
평가체계
확립

평가부담 완화

개선

● 평가위원 전문성·책임성 문제 지속

● 평가위원 공모제 병행 및 실명제 도입

● 평가결과와 연구현장 괴리 발생

● 평가 전 과정에 고객집단 참여 강화

● 정부정책에 따른 운영성과 반영 부족

● 정부정책 파트너십 제고 노력 평가 반영

● 평가결과 활용 부족

● 연구현장 친화적 환류정책 마련

● 연구부문 평가 비중 70%

● 연구부문 평가 비중 80% 상향

● 도전·혁신적 성과목표 미 제시

● 세계적 수준의 도전·혁신적 성과목표
제시 유도

● 기관장 교체 시 성과목표 재 작성

● 장기핵심 성과목표 지속 추진

● 동일한 평가항목으로 정성평가 시행

● 기관 고유임무에 맞는 평가요소 적용

● 자체평가 시 기관이해도 부족

● 상설 독립평가위원회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연구지원 부문 18개 성과목표

● 9개 성과목표로 대폭 통합·축소

● 성과목표 단위로 개별 정성평가

● 연구지원 부문 정성평가 통합

≐≐

연구
목적

-- (공급지표) 국내외 현존하는 과학기술인력 관련 통계지표에 대한 수집·선별·분석·
가공
-- (수요지표) 정책수요가 있어 생산이 필요한 과학기술인력 지표 영역을 발굴하고
순차적으로 생산
-- (이슈분석) HRST 지표 등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 정책 이슈 및 현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 제시

-- 18년도 기관평가대상·기준·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미래부 직할 출연(연) 자체
성과평가 추진계획 및 편람 마련

≐≐

연구
내용

(공급지표) 국내외 이공계 인력 관련 지표 1,566개에 대해 정책 활용성 및 국제비교성
등을 고려 408개 공급지표를 선정·관리
-- 생애주기, 분석내용 등의 구조화를 통해 408개 지표를 선정·관리하고 2016년
과기인력 공급지표 업데이트 추진

··18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중간컨설팅, 종합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편람 마련

발간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등
주요 상위 계획 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학기술인력 관련 통계정보의 생산·구축을 통한 증거 및 사실 기반의
과
과학기술인력정책 의사결정의 체계적 지원

주요 대외활동

연구성과
창출 촉진

25

2017년 HRST Scoreboard
주요 연구실적

-- 17년도 기관평가 시 문제점 및 출연(연)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18년도 제도 개선
사항 발굴

연구책임자 김진하

<지표의 전주기 단계 및 분석내용별 현황>

≐≐

-- 기초연구 등 연구 성과의 발현 시기를 고려하여 경영 및 연구부문 평가 이원화 등
R&D평가 주기의 확장 필요
··기관장 중도 사퇴 시 종합평가는 평가 실익이 크지 않아 각 기관별 유형을 고려한
유연한 평가 정책 마련 필요

저량
초중고
대학
대학원
재직
기타
총합계

--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환류체계 마련 필요

3(0)
18(5)
22(5)
16(11)
0(0)
59(21)

1(0)
5(3)
4(0)
1(0)
0(0)
11(3)

수준

인식

6(6)
1(1)
1(0)
39(8)
0(0)
47(15)

20(18)
47(2)
18(3)
36(3)
15(0)
136(26)

교육

환경
노동

환경

7(5)
8(4)
12(4)
10(2)
0(0)
37(15)

2(1)
2(2)
2(0)
26(10)
0(0)
32(13)

0(0)
0(0)
0(0)
0(0)
0(0)
1(1)

총계
48(30)
93(26)
81(28)
171(51)
15(0)
408(135)

주) ( ) 괄호는 국외 공급지표 수

≐≐

(수요지표)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조사*’와 연계하여 과학기술인력정책
전반에 대한 효과성 및 정책운용 성과 점검을 위한 설문항목 설계 및 조사
* 기존 ‘과학기술인력 현황에 대한 종합인식 조사’를 대체하여 국내 처음 시도되는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인식조사(2017)’내 ‘인력·대학’ 부문을 포함하여 수행

-- 이공계대학 수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지원 및 교류 등 4개 부문* 10개 설문항목
설계·구축 및 조사
* 이공계 대학 수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지원 및 교류, 여성/외국 우수과학기술인 및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활용 및 지원, 연구자에 대한 성과 및 보상 등 4개 부문으로 구성

074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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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결과 미흡기관은 기관 전반에 걸친 조직진단, 임무 재설정 등 리모델링을
위한 컨설팅 지원 필요

9(0)
11(8)
22(16)
43(17)
0(0)
85(41)

규모
유량
저량·유량

KISTEP 소개

시사점

기관의 임무와 연구특성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평가 정책 마련 필요

<인력·대학 부문 설문 항목>
설문항목

≐≐

시사점

설문내용
A1. 국내 이공계 대학이 산업계와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지원 및 교류

연구자에 대한 성과 및 보상

≐≐

--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과학기술인력 지표 영역의 지속적 발굴 및 생산을 통해
수요지표의 정책적 실효성 강화
-- 구축된 HRST Scoreboard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과학기술인력 정책 기획 및 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

주요 대외활동

여성과학기술인/
외국 우수 과학기술인/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활용 및 지원

-- 국내외 과학기술인력 관련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공급지표의
지속적 생산 및 최신화

주요 연구실적

이공계 대학 수준

및 역량을 갖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2. 국내 이공계 졸업자의 기업가정신 및 도전정신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3. 신진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연구환경(연구자율성 및
연구활동 기회 등)이 적절하게 제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4. 정부의 재직 과학기술인력의 경력개발 지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5. 산·학·연(공공부문과 기업 간) 과학기술인력의 교류는
활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6.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 친화적인 연구환경 및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7. 국내 과학기술 환경은 외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8. 정부의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과 지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9. 연구자에 대한 성과평가 시, 논문 이외의 다양한
평가요인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적절한
A10. 연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
 거·사실 기반의 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과학기술인력
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진단

(이슈분석)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 기준과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간 영향력 분석
발간물

-- 스 위스연방은행(UBS)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 관련 5개 평가기준*과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간 관계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노동시장의 유연성, 역량 수준, 교육시스템, 인프라 유연성, 법/제도 수준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은 ‘교육시스템’ 및 ‘법/제도 수준’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초점을 맞춘 전략 및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와 연구개발인력 규모 간 관계>

076 + 077

2015년
연구개발인력 규모

.129

.077*

.549

.616

.006***

.023**

.765

.249

.006***

.002***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동시장의 유연성
1. 노
(Labor structure flexible?)
 량 수준
2. 역
(Skill level high?)
 육시스템
3. 교
(Education allows adaptive
skills?)
 프라 유연성
4. 인
(Infrastructure suitable?)
5 법/제도 수준
(Legal protection?)

2014년
연구개발인력 규모

KISTEP 소개

유의확률
구분

KISTEP 2017 연차보고서

추진 연구과제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직업 발굴

≐≐

진로지원가이드라인 홍보
-- 과학관 대상 신직업 홍보 활동 강화
※서울시립과학관(과기분야 신직업 전용공간 설치), 과천과학관(진로지원가이드라인 제공)

-- 학교 및 진로상담교사* 대상 홍보 활동 확대
* 진로상담교사 협의회(정기 교육과정 中) 진로지원가드라인 책자 배포

주요 연구실적

26

연구책임자 이정재

<‘삶의 질 향상/사회적 신뢰 제고 분야’ 관련 미래직업에 대한 진로지원 가이드라인(책자/브로셔)>
≐≐

연구
목적

 학기술분야 미래 유망 신직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신직업에 대한 진로지원가이드라인
과
개발 및 활용

주요 대외활동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청소년들의 과학기술분야로의
유입 촉진
--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과기분야 신직업 진로지원가이드라인 배포

≐≐

연구
내용

그림1 초등/중등용 책자

과학기술분야 미래 신직업 발굴

그림2 고등용 책자

그림3 미래 유망 신직업 브로셔

--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신뢰 제고’ 관련 과학기술분야 신직업 15개 발굴
(2016~17)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신뢰 제고

삶의 균형 제고

건강/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 개선

소득과 자산보호

실감형 컨텐츠 개발자

소셜로봇 전문가
뇌파분석 전문가

사회 위험예측 전문가
블록체인 전문가

핀-인사이터
(Fin-insighter)

재생장기조직 개발자

BCI(Brain Computer
Interface) 전문가

핀테크 보안 전문가

자율주행 전문가

착용 로봇 개발자
정밀의료(Precision

 학기술분야 신직업 진로지원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미래 꿈나무의 과학기술분야에
과
대한 인식 및 관심제고
-- 미래 신직업을 토대로 미래변화를 탐색하고, 이를 교육현장으로 연계함으로써 미래
과학기술인재 확보 기반 확대

스마트 법률 컨설턴트

IoT 보안 전문가

사이버 금융 프로파일러

KISTEP 소개

Medicine) 전문가

≐≐

시사점

발간물

<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신뢰제고 관련 15개 미래직업 >

-- ‘생활공해 및 환경오염’ 관련 과학기술분야 신직업 발굴 완료(10개*) 및 직업별
진로지원가이드라인 초안 마련(2016~17)
* 미세먼지전문가, 방사능포렌식 전문가, 생활화학물질컨선턴트 등

≐≐

과학기술분야 신직업 진로지원가이드라인 개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직업에 대한 수준별 진로지원가이드라인(초·중등/고등 이상용
책자 및 브로셔) 발간
-- 과학기술분야 신직업의 교육현장 등에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신직업 소개 동영상*
제작
* (2015년 1개) 신종질환전문대응가 (2016년 2개) 보건의료빅데이타전문가, 에너지하베스팅전문가,
(2016년 3개) BCI 전문가, 실감형콘텐츠개발자, 착용로봇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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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제조업분야의 과학기술 일자리 영향요인
연구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과점형태의 Scale intensive industry에서는 외부와의 R&D
협력을 통한 기술지배력 확대가 과학기술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젊은 연구자들의
일자리를 확대
··전통산업 위주의 Supplier dominated industry에서도 내부 중심의 R&D 투자가
중요하며,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

≐≐

-- 최근 산업 구조조정 발(發) 고용 한파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성장과 고용증가의
근간인 제조업의 위기가 확대

연구
목적

··이 과정에서 기업은 생산성향상, 인건비절감 등의 비용우위전략보다는
기술우위전략을 활용한 기업이 연구개발인력을 증가시키며 이는 Science-based
industry 산업군에 속한 기업에게서 극명하게 나타남

··이에, 본 연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 및 기업 단위에서 과학기술인력의
고용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특성

대표 업종

연구실을 통한 R&D 중요, 제품혁신의 비중이 높음,
특허 성과 우수
타 산업의 신공정에 사용되는 중간재 생산, 사람에
체화된 암묵적 지식과 디자인 스킬이 중요

제약, 전자,
컴퓨터

규모의 경제가 중요, 과점시장의 형태
전통산업, 혁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 소기업이 주로
분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등으로 인한 공학분야 전문가의 신직업 발굴 및 역량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

기계, 장비
자동차
식품, 섬유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제조업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혁신의 기회도 늘어나면서 과학기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고용있는 성장을 확인
-- 산업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의 차별성이 중요
··연구실 중심의 Science-based industry에서는 혁신이 과학기술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 수행, R&D 투자 총량 뿐만 아니라 신제품 및 신공정에 대한 개발
노력이 과학기술일자리 확대에 기여
080 +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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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sed supplier industries
(SS)
Scale and information intensive
industries (SI)
Supplier dominated industries
(SD)

-- R&D정책 수립 시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세부 산업의 혁신 특성을 반영할 필요
-- 제 조업 분야 과학기술일자리가 증가한다는 실증적 결과는 도출하였으나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증가폭은 크지 않은 편

<Pavitt's Taxonomy>

Science-based industries (SB)

-- 중소 제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구조 및 연구형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응 필요

발간물

시사점

-- 과학기술일자리는 산업의 혁신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산업의 regime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가정 하에 연구개발활동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향요인을 분석

구분

-- 이에, 기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R&D투자, 신제품 개발 등 제품혁신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

-- 제조업의 연구개발인력 증대를 위해서는 산업 및 기업의 성장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산업차원의 일자리 영향요인분석

주요 대외활동

-- 산업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기업 역시 성장하는 만큼 혁신의 기회도 늘어나면서
연구개발인력 고용이 증가

-- 제조업의 혁신 도입이 가속화되고 향후 일자리 창출 역량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과학기술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연구
내용

기업차원의 일자리 영향요인분석
-- 기업의 경쟁우위기술전략 기업에 성과를 미치며 R&D인력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여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영향요인을 분석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동력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

≐≐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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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연구

연계 등 추진
⑤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출연(연) 및 이주 공공기관의 지역 R&D투자를 강화하고 시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R&D 확대
⑥ 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

≐≐

연구
목적

··수요견인 R&D 및 오픈 이노베이션형 R&D 도입, 연구성과 기반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인력의 지역정착 유도 등 추진

 부는 과학기술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
매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
≐≐

⑦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수요 대응형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설립, 상시 교류
플랫폼 구축 등 기반 강화

 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3~’17)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제
지역과학기술육성을 위한 차기계획 수립 필요

⑧ 기술사업화 시스템 확충

--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 제시

··전 주기 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대학연합 기술 지주회사,
기술검증지원센터, 기술금융 등 인프라 강화

--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과학기술역량을 강조한 1~4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이어받는
한편, 세부 추진과제의 실효성을 확보

⑨ 클러스터 고도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강소특구 운영을 통해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전환

발간물

≐≐

연구
내용

[전략 3 :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주요 대외활동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실적 점검을 통해 실천성 강화

≐≐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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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심정민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추진
-- 지방분권 국정기조에 맞춰 ‘지역리더십 구축→혁신주체 성장→혁신체계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시사점

-- 지역이 주도적으로 R&D를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지역 주도 R&D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에 대한 지방정부 인식 제고 및 투자 확대 유도

≐≐

-- 산, 학, 연 등 혁신주체들의 역량 향상을 통해 지역 혁신 기여

① R&D 투자 결정권 강화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연구소 등
지역혁신조직과 기술기반기업의 혁신활동 활성화

··지역 R&D 사업의 기획 등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 보장, 지방 ‘자체 R&D 재원’
확대를 위한 지역혁신기금 확산 추진
② R&D 기획·평가역량 확충

-- 산학연, 기술-시장, 공간 내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내 혁신성장 동력 확충

KISTEP 소개

[전략 1 :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R&D성과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

··지역 과학기술컨트롤타워와 R&D 싱크탱크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지역 R&D 조사·
분석·평가 시스템 구축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③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부처별로 산재된 지역 R&D 사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예산-평가 시스템 구축

≐≐

[전략 2 :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④ 거점대학의 연구·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 국립대학 연구역량 제고, 수요기반 인력 양성 확대, 과기특성화대학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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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2017년 지역 R&D 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국가공무원, 대학연구자, 민간 인재 등이 지역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 질 향상을 도모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추진 사업을 컨설팅하고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추진
-- 중국은 국가주도형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면서 혁신자원을 집중시키는 클러스터
정책과 성장단계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연구
목적

 요국의 지역 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 등을 파악하여
주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방향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아젠다 도출

··특화 지역혁신발전체계 구축, 지역 간 혁신자원 통합, 지역혁신시점 유도 거점 등을
추진하여 지역혁신구도 고도화 추진

우리나라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서는 단계별 지역수준별 전략을 추진하여 중장기 차원의
지역발전체계 구축 지원

 거 기반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 R&D실태조사, 지방과학기술연감
근
등을 발간하고 정확한 지역 R&D 조사자료 구축

≐≐

우리나라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진단
-- 산업부의 제조업 3.0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점에서 접근 부족하고 범부처
차원의 접근 부족

-- 주요국의 정책동향 등에서 발굴한 이슈 등과 국내외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 R&D
실태조사를 실시

주요 대외활동

-- 제4차 산업혁명과 지방분권화에 대비하여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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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성진

··지방정부의 참여 및 지역 내 연구기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미흡

··전년도 지역 R&D실태조사 등에서 향후 지속적인 조사 필요성이 높은 내용은
지방과학기술연감 등에 반영

-- 일자리 측면에서의 접근 부족
··생산성 향상에만 초점이 되어 있고, 재교육 등 일자리 측면에서 방안이 부재
발간물

--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연계 차원의 접근 부족
≐≐

연구
내용

··제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팩토리 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자원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를 통한 혁신클러터 정책이 필요하지만 관련
전략 부재

 방분권화, 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준비, 지역 차별적 전략,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
지
주요국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국가

독일

일본

한국

중국
≐≐

제조업 중심의 성장동력 구축
보통
낮음
매우 높음
높음

매우 낮음
보통

Good

Normal

Bad

Not Bad

매우 높음
뛰어남

높음
적극 추진 중

보통
보통

보통
적극 추진 중

매우 높음
낮음

지역 혁신클러스터 운영현황 점검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정책 근거자료 마련
-- 혁신클러스터 구조, 거버넌스 및 협력관계(유형, 거버너스, 협력), 혁신클러스터 운영
예산, 혁신클러스터 전략, 목적, 서비스 관점에 조사 추진
-- 혁신클러스터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단지 중에서 중앙부처 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및 기관 대상 조사

KISTEP 소개

공통점
지방분권화
고령화
제 4 차 산업혁명 준비
지역별 차별적 전략
선택과 집중

-- 독일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거버넌스 차원의 변화를 촉진시킴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변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노동계 참여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참여
··산업계는 공간 등을 제공하고 관련 노동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일본은 고령화와 동경 중심의 성장으로 인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창생정책
추진
084 + 085

≐≐

 997년부터 지자체, 지역거점기관, 관련 정책연구소 등 관계자들에게 기초자료로
1
지방과학기술연감 발간
-- 지방과학기술진흥관련 정책 동향 : 각 부처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현황,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 등
-- 지방과학기술정책 현황 관련 세부 자료 : GRDP, 재정자립도 등
-- 해당 광역시·도 테크노파크, 지방과학연구단지, 연구개발지원단 등 관계자 자문을
통해 17개 광역지자체별 과학기술진흥관련 ’17년 중점 추진방향 및 혁신거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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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지역차원의 전략을 수립·수행하도록 지원

추진 연구과제

≐≐

시사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 계획수립과 다양한 혁신주체가 참여할
제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변화 필요

30

2017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주요 연구실적

-- 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며, 지역
내 노동계, 산업계, 연구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개편이 필요

연구책임자 이경재

··지역 내 혁신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전략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지역별 혁신수준에 맞는 중앙정부의 차별적인 전략 수립 및 지원정책 필요
-- 글로벌한 경쟁 체계에서 각 혁신수준에 맞는 전략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

≐≐

연구
목적

 외 R&D 투자동향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R&D전략·프로그램 조사·분석을 통하여
해
우리나라 정부 R&D 투자방향·기준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글로벌 R&D 정부 예산 및 중점 투자방향, 투자추이 등을 조사함으로써 정부 R&D
투자방향 수립 및 기타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정에 활용

··혁신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립도를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중장기 차원의 역량 제고 추진

-- 주요국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전략 및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수도권에 대한 배제 차원의 정책보다는 비수도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필요

주요 대외활동

··자체 혁신정책 수립 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추진하여 혁신역량 제고 추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발간물

주요국 정부 R&D
투자 동향·정책 분석
국가별
투자우선순위 조사

정부 R&D 실제 투자추이
및 정책동향 분석과
시사점 도출

정부 R&D 중점 투자분야
분석을 통해 정책적 강조
분야 도출

≐≐

과학기술 정책 네트워크

정부 R&D 예산계획과
투자 간 비교 분석을
통한 상호 연계성 강화

주요국 과학기술 정책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부 R&D 예산 및 중점 투자방향의
미
상시 조사·분석
-- 연구개발(R&D) 관련 정부 부처,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의 홈페이지 및
관련 문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국 연구개발 동향 및 예산에 관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
-- OECD MSTI(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비교 분석 수행
-- 총 국가 R&D투자, 정부 R&D예산 및 투자(부처별, 산업별, 재원별, 수행주체별 등),
민간 R&D투자 등에 대한 추이 및 최신 동향 분석 조사·분석

086 +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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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R&D 예산 모니터링 강화

KISTEP 소개

R&D 투자추이 분석

주요국 과학기술이슈 및
관련 R&D전략·정책 분석

추진 연구과제

≐≐

(연구결과) OECD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은 연평균 성장률 13.9%, 7.3%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31

중소규모 정부R&D 신규 사업의 사전검토
분석방법 고도화 연구

-- 중국, 한국의 높은 성장세에 이어 독일(5.7%), 영국(4.2%)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연구개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추정
-- 반면, 핀란드는 연평균 성장률(△2.9%)과 전년대비 성장률(△6.6%) 모두 감소세 지속
-- 일본의 경우 그동안의 완만한 성장세의 기조가 2015년에는 전년대비 성장률
△0.3%을 나타내며 감소세로 전환

≐≐

연구
목적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사전 검토됨

CAGR
(’10~’15)

미국

410093.0

429792.0

437081.0

457612.0

479358.0

502893.0

EU(28국)

308297.8

328460.6

341354.6

355798.8

372272.3

386466.8

4.62

중국

213460.1

247808.3

292197.3

334135.5

370115.9

408829.0

13.88

일본

140603.1

148389.2

152325.6

164655.8

170512.3

170003.0

3.87

독일

87131.0

95810.0

100490.1

102905.5

109802.5

114778.1

5.67

한국

52172.8

58379.7

64862.5

68234.1

73195.5

74051.5

7.26

프랑스

50956.9

53617.3

55097.7

58353.3

59529.2

60818.7

3.60

* 예산규모, 부처, 기술 분야 등

영국

37609.3

38778.6

38490.2

41532.1

44163.8

46259.8

4.23

핀란드

7756.1

7976.8

7520.0

7382.8

7185.4

6712.4

△2.85

-- R&D예산 심의일정, 주체, 검토항목 등을 분석하여 사전검토 시점과 평가주체 등에
대한 시사점 도출

주요 대외활동

* 중소규모 신규 사업 수 : (’16) 17 → (’17) 27 → (’18 요구) 67

(단위: 백만 PPP달러, %)
구분

 사업비 5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신규 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고도화를 위한
총
개선과제 도출
-- 일몰형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제도 시행으로 신규 사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규모 신규 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국가별 총연구개발비 추이(2010~2015)>

주요 연구실적

≐≐

 요국의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프로그램 및 전략에 대한 조사와 국가별
주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연구책임자 박노언

4.16

≐≐

중소규모 신규 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프로세스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정부R&D 신규 사업의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유형별* 현황분석

발간물

연구
내용

※ 자료: OECD MSTI 2017-1 재구성
≐≐

≐≐

-- (국내)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평가, 기술성숙도 평가, 지방재정 신규 사업 심사 등
국내 제도의 법적 추진 근거, 대상사업 선정, 추진절차 및 체계 등 비교

우리나라 정부 R&D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전략성을 제고하고 투자우선순위
설정의 토대를 마련
 요 과학기술 선진국의 연구개발 투자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
세계적인 연구개발 트렌드와 주요 이슈 및 동향을 파악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도출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의 구축 기반 마련

≐≐

중소규모 신규 사업의 사전검토 분석방법 고도화방안 마련
-- 중소규모 신규 사업의 사전검토 분석에 적합한 대상사업, 추진일정, 추진체계,
검토항목, 검토방법 등 제시
-- 신규 사업 검토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정성적 또는 정량적 분석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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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 영국 재무부 및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추진 중인 사업(프로그램)
평가방법의 근거, 대상사업 선정, 평가주체 및 절차 등 비교

KISTEP 소개

≐≐

시사점

중소규모 신규 사업 검토방법 탐색을 위한 유사제도 비교분석

추진 연구과제

≐≐

시사점

 부R&D 중소규모 신규 사업의 사전검토 강화 및 예산 배분·조정의 체계성 확대를
정
위해 다음의 분석 프레임을 제안함

32

2017 급부상 및 한계돌파형 기술(산업)
동향 분석

-- (검토일정)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심의에 적시 반영하기 위해 평균 2~3개월
검토기간으로 매년 3회 실시

주요 연구실적

-- (대상사업)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신규사업

연구책임자 김은정

-- (검토주체) 전문가 방식(PM)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 (검토지표) 사업유형을 프로그램형과 프로젝트형으로 이원화하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정책적 필요성, 기술개발의 필요성 등 검토
-- (최종결과물) 중소규모 신규 사업의 시행여부, 사업기간, 총사업비 규모

≐≐

연구
목적

 소규모 신규 사업의 사전 분석프레임 설계와 함께 R&D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도출
-- 부
 처·세부사업 중심의 경쟁적 투자로 인해 기술개발의 완결성이 다소 부족하므로
기존 사업 간의 연계 또는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브릿지(Bridge) 프로그램 형태의
신규 사업 기획 필요
-- 중소규모 신규 사업 사전검토로 확정된 연도별 신규 사업 소요예산은 실제 예산
규모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 및 예산편성 당국자의 공동 노력 필요

2017년 선정된 기술(8개)에 대해 정의·연구개발 범위 등을 설정하고, 관련 국내외
정책·산업·기술 동향 및 정부R&D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효과적·효율적인 기술획득
전략 및 투자전략에의 제언을 마련
-- (초저전압반도체소자) 4차 산업혁명시대 전략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초저전압반도체소자 확보가 필수이며, 단기적으로 즉시 적용가능한 상용화
기술개발은 민간주도로 장기적으로 글로벌 선도 연구 그룹 육성을 위한 정부 투자가
필요

발간물

-- 해당 부처는 기술개발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쪼개기’식 사업기획보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R&D예산 요구 필요

≐≐

연구
내용

 술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분석을 통해 효과적·효율적인 기술획득
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부R&D의 선제적 대응력 제고에 기여

주요 대외활동

≐≐
≐≐

 근 급부상하거나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기술(산업)에 대한 이해와
최
투자의사결정 근거를 위한 동향 분석

-- (AR/VR기술: 몰입증대를 위한 오감기술) AR/VR 분야 제품·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몰입증대를 위한 오감기술개발에 대한 기초·원천 및 융합 연구
지원확대 필요
-- (블록체인) 규제보다는 활용관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기술적 난제해결을
위한 기반기술에 대한 R&D 지원이 필요
KISTEP 소개

-- (마이크로바이옴) 질병 예방, 치료분야 폭넓은 활용가능성에 따라 영향규명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및 정보 통합·분석을 위한 기반인프라(한국인 장내미생물
표준데이터) 구축에 대한 정부R&D 투자가 필요
-- (이산화탄소활용) 이산화탄소 전환, 활용을 위한 R&D 투자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등 선도국에서 추진 중인 상용화를 위한 대형실증연구 프로젝트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신육종기술) GM 작물의 안전성 논란을 회피·완화할 수 있는 신육종기술
(유전자가위 기술 등 8개)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내에 관련 기술을 확보하여 기존
육종기술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내 품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시점임
※ 기술 및 품종 개발·보급을 위해 정부차원의 규제개선 노력 병행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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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원소재) 지금까지의 단기성과에 급급한 추격형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국방 등 다양한 범위에 활용가능한 신개념의 소재 및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이 필요

추진 연구과제

≐≐

시사점

 롭게 출현하는 기술(급부상 및 한계돌파형 혁신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새
기술확보 전략을 기반한 신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

33

기계학습 기반 바이오의료분야
과학기술정보데이터 분석·활용 모형 개발

≐≐

연구
목적

≐≐

 부 예산배분조정 업무의 선제적 대응력 제고를 위해 최신 기술(산업) 동향의
본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투자의사결정의 객관적·전문적 근거자료 마련이
중요해짐

 계학습 기반 명확한 척도에 근거하여 실무적용이 가능한 보건의료 과학기술정보
기
데이터 분석·활용 모형 개발을 목표

주요 대외활동

≐≐

 학기술지식정보 분석·활용에 관한 선도적 방안 마련 및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해
과
최근 과학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방법에 주목
--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개방이 확대되며 누구나 과학기술지식정보의 분석 및
활용이 용이하게 됨

-- 정부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술분야별 투자포트폴리오 사전분석과
사업 포지셔닝 등 종합분석을 통한 기술확보 전략 마련 필요

주요 연구실적

-- (스마트시티)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모델 수단에서 산업화 모델로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지자체, 산·학·연 기관, 비영리단체, 창업·투자기관 등 관련
기관들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극대화하는 것이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에서의
필수요소임

연구책임자 김한해

-- 딥러닝 등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지식정보 자연어처리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분야 연구과제 분류 시스템 구축
≐≐

2016년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포트폴리오 분석
-- 의약과제 과학기술지식정보 분류모형 성능 검증을 위한 교차분석 데이터로 활용
발간물

≐≐

연구
내용

기계학습 기반 과학기술지식정보 자연어처리 모형 개발
-- 과학기술지식정보(연구과제)의 주제, 목적, 내용 등에 포함된 과학기술 특이적
용어와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모형을 개발

≐≐

바이오의료분야 연구과제 간 유사·중복 검증 모형 개발

KISTEP 소개

··동 자연어 처리 모형은 바이오의료분야 유사연구과제 및 의약과제 분류모형의 기반
기술로 활용

-- doc2vec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바이오의료분야 연구과제를 임베딩하고 해당 과제
간 관계성(유사성) 분석

≐≐

의약분야 과학기술지식정보 분류 모형 개발
-- K ISTEP 생명기초사업센터가 구축한 신약개발연구과제분류DB(08~15)를
훈련정보로 활용, 신규의약과제(16)의 분류* 모형 개발
* 신약개발단계, 의약품종류, 질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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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키워드 중심이 아닌, 과학기술적 문맥을 고려하거나 핵심키워드 간 연관성을
고려한 신경망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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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간 관계성 정도는 코사인유사도 값에 의해 정량적으로 제시되며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시각화로도 표현 가능

추진 연구과제

··모형 구축과정에서 활용되지 않은 별도의 데이터셋(16년도 신규의약과제정보)을
테스트셋으로 활용하여 모형의 분류성능(예측력) 검증

바이오/제약 기업의 IP기반 기술적 제휴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부 R&D 예산배분조정 시 보건의료분야 신규과제에 대한 유사중복 검토 업무
효율성 제고
-- 신약개발 연구과제DB 지속 구축 및 관리에 소모되는 비용 및 노력 절감
-- 타 기술 분야 응용연구 등 동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성과 창출

--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및 시장 환경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면서 외부 조직과의 연구개발 제휴를 통한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됨

-- 모든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만능열쇠가 존재하지 않듯이, 동 과제 모형도 최신
기계학습 방법을 적용한 모형일지라도 한계점이 존재

··중
 소·벤처기업의 경우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술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제휴가 필요하며,
대기업 역시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타
기업과의 제휴를 확대

··이는 실질적으로 최신 기계학습 방법론을 적용한 모형이 인간과 같이 문맥이나
핵심키워드, 행간에서 정보를 이해한다기보다 인간이 입력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과거보다 정확성 높게 찾아준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본 연구에서 수행된 바이오제약기업 관련 제휴에 대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바이오제약기업의 전략 수립 및 바이오 R&D 투자방향 설정 등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매년 과학기술지식정보가 업데이트 될 경우 사용자가 직접 신규정보를 바탕으로
모형 재학습 가능하며, 정보가 축적될수록 모형의 분석·활용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연구
내용

발간물

-- 궁극적 동 과제 모형은 일회성 사용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지속적
업데이트 및 성능향상이 가능한 점을 감안, UI/UX 강화, 플랫폼화를 통해 활용성을
극대화 할 필요

··현재는 사용자가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형식의 인터페이스로 개발되어있어
범용성확보 및 활용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GUI(Graphic User Interface) 도입 검토가
요구됨

 이오제약기업과 관련하여 기업 간 제휴 활동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바
이용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상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주요 대외활동

··과학기술지식정보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타 기술 분야에도 동 연구방법론의 확대
적용이 가능

≐≐

연구
목적

주요 연구실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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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박지현

 이오제약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 간 제휴와 관련하여 기존에
바
수행된 문헌을 고찰
-- 세계 의약품 시장은 파머징 지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시장 확대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KISTEP 소개

--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은 글로벌 제약회사에 비하여 영세하고 단순 제네릭(복제)
의약품 중심으로 내수판매에 편중되어 왔으나 최근 바이오·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
-- 글로벌 제약사들은 규모의 경제, 신기술과 신약확보, 신사업(바이오 의약품 사업)
진출 등을 위해 대규모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약업체간 전략적 제휴(공동연구 개발, 기술이전 등)도 활발

-- 기업 간 제휴와 관련하여 조직학습 이론, 자원기반이론, 거래비용이론, 네트워크
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휴 네트워크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진행
094 + 095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기업이 제휴를 선택하는 이유는 기업 자신의 경쟁력과 시너지효과 창출에 있으며,
기업 고유의 특성과 환경요인에 따라 제휴의 형태가 달라지며 한 가지 제휴를
추진하더라도 여러 가지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

추진 연구과제

≐≐

 근 20년간 미국 바이오제약기업에 관한 제휴 데이터를 활용하여 IP기반의 거래를
최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휴 활동의 특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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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미래사회 대응 기술혁신 아젠다 발굴
및 R&D투자전략 수립

-- IP기반의 제휴 활동은 총 2,860건이 추출되었으며, 거래 건수 패턴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네트워크 패턴을 분석
-- 네트워크상에서 중심성이 높은 기업으로는 Pfizer, GlaxoSmithKline, Abbott, Merck
등과 같은 주로 대형 제약사와 Genzyme같은 바이오 기업으로 확인
-- 네 트워크상에서 중심성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49개 기업의 중심성과
혁신성과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분석을 시도

≐≐

연구
목적

미래사회 변화·이슈에 대응하는 미래 기술혁신 아젠다*의 지속적인 발굴
* 줄기세포, 가축전염병, 인공지능, 방사선, 재난안전 등

-- 미래사회 변화·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혁신 분야 선정 및 기술혁신
사례 조사
≐≐

-- 주요 대상 지역을 미국으로 한정하여 최근 20년간의 거래(deals) 실적을 분석한
결과 Pfizer 등과 같은 대형 제약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굴된 기술혁신 아젠다를 바탕으로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R&D 투자전략을
발
도출하여 국가차원의 정책·전략 수립
-- 국내외 정책, 사회, 시장·산업, 과학기술 동향 분석

··그러나, 주요 기업들의 제휴 활동과 혁신성과 간 상관관계 분석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연차별 기업정보(매출액, R&D투자비 등)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기업 사례를 분석하는 것에 한정됨

-- 정부R&D 투자포트폴리오 분석 및 투자 전략 마련
발간물

-- 국가차원의 정책·전략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 미국 선진 기업들의 성장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 기업들이 성장 전략으로는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 노력 필요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대규모 투자비가 요구되는 산업으로서, 바이오제약사의
성공을 위해서 파트너링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 파이프라인 확대, 글로벌 진출 촉진
등의 전략이 필요

-- IP에 기반한 기업 간 제휴 활동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있으나,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한계가 있음

≐≐

연구
내용

 래사회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기술혁신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미
R&D 투자전략 기반 마련
-- (줄기세포) 특허정보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미국 및 한국
특허의 특허맵 작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포트폴리오 관련 시사점 도출
-- (가축전염병) 구제역·AI 관련 각국 정부 대응체계 상의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해
해결방향을 모색하고, 국가연구개발 투자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정부R&D
투자방향을 점검하여 우리나라 환경 및 여건에 적합한 개선방향 도출
-- (인공지능) 세부기술별 기술·시장경쟁력 수준을 분석하여 기술선도,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 파악 및 시장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R&D 투자우선순위
및 개선방향 제시

-- (재난안전) 재난안전 분야 R&D 동향·특성을 분석하고, 해양안전 분야 중심으로
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R&D사업(과제) 간 연계전략(Bridge Projects) 수립 및
활용방안 제시

KISTEP 2017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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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방사선 활용 기업 내 R&D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방사선 이용 기술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국내외
정책과 연구 동향, 시장 분석 및 정부R&D 투자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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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미국 바이오기업 중심으로 제휴 활동을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제휴 활동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여 산업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

주요 대외활동

-- 미래사회 변화와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동향 및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메가트렌드
이해

-- 기업의 혁신성과로서 종속변수를 NDA 수와 NDA관련 특허 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들 중 근접중심성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주요 연구실적

-- 바이오제약 기업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Medtrack 데이터를 이용, 주요
대상 지역을 미국으로 한정하여 최근 20년간의 거래(deals) 실적을 분석

연구책임자 이길우

추진 연구과제

≐≐

시사점

미래사회 대응 기술혁신 아젠다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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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방형 포럼 방식을 활용한
과학기술정책 이슈 연구

-- (가축전염병) 정부의 가축전염병 대응은 사후 전파경로 차단 및 위생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반복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야기됨에 따라 예방과 사전 위험관리에
보다 집중 필요
-- (인공지능) R&D 투자우선순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추론 및 기계학습 사업의
투자를 증액하고, 지능형 에이전트, 복합 지능 사업은 적정 투자규모 발굴 필요

-- 혁신적 대안 도출을 위한 정책이슈 발굴 및 제안을 통하여 정책, 과학기술, 산업
분야 간 의미 있고 실용적인 논의 유도

-- (재난안전) 재난안전 협업모델 활성화를 위해 부처 및 사업간 단순한 협의, 역할분담
등이 아닌 기술(성과) 연계·활용 방안 마련 및 협업모델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
≐≐

 래사회 변화·이슈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 및 성과제고를 위해
미
(1)수요자 관점의 과학기술 정책 필요성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사회문제, 정책간의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2)현 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융합·
협업연구 확대하고, (3)전문 인력양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 필요

 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의견교환을 거쳐 과학기술 정책과 정책 수혜자 간 간극을
좁히고, 관련 논의가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이슈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 제공

≐≐

연구
내용

주요 대외활동

-- (방사선) 방사선 의학 및 이차전지용 방사선 소재 개발 투자 강화, 방사선 기기 및
인프라 지원, 환경방사선 등 신규 분야의 인력양성 및 기초·기반 연구 지원을 통한
방사능 이용의 부가가치 증대 및 수요 중심으로 투자 내실화 필요

≐≐

연구
목적

주요 연구실적

-- (줄기세포) 정부R&D 기획 시 투자포트폴리오 분석과 함께 특허 성과물의 사업별·
분야별 분포 고려 필요

연구책임자 이길우

 불어 잘사는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의 이슈 영역뿐만 아니라 최근 대내외 이슈를
더
포함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민주적 논의를 통해 기술분야(국가중점과학기술)와
정책분야(산업, 제도, 인프라, 인력 등)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대안을 논의
··(1. 핵심과학기술)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급변하는 사회의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 중요

발간물

-- 6개 이슈 영역별 주제 및 발표·토론자를 선정하여 총 20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2. 국가과학기술혁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 혁신
··(3. 국민행복기술) 국민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과학 기술 발전 필요
··(4. 창의적 인재양성) 창의적·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 중심의 개선방안 필요
··(5. 과학기술을 통한 국격 제고) 우주과학 기술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국격 제고

≐≐

시사점

 방형 정책이슈 발굴을 위한 양방향 플랫폼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개
수렴하여 아젠다 발굴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및 수요자 기반의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

--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 기술 동향을 수집하고 연구현장의
니즈 파악
--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보제공 및 정책 수립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개방형 형태로 수렴함으로써 집단지성 구현의 변화 모색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다양한 이슈에 대해 R&D 기술전문가와 정책전문가의 의견을 양방향으로 교환하여
현 이슈에 대한 대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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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 기술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

추진 연구과제

<2017년도 수요포럼 주제 목록>
이슈영역

세부 내용

발제자

(1)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세상과 우리의 대응

17. 7. 12

감동근 교수
(아주대 전자공학과)

(2) 블록체인과 사이버화폐

17. 7. 26

이영환 교수
(차의과대 융합경영대학원)

(3) 5G 이동통신 기술혁신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

17. 11. 8

박현철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전자공학과)

1.
핵심과학
기술

조영기 책임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 2017년 한국 경제전망과 시사점

17. 1. 25

한상완 본부장
(현대경제연구원)

 국 트럼프 행정부 과학기술 관련 정책변화와
(2) 미
우리의 대응

17. 2. 8

박정일 교수
(한양대 소프트웨어학과)

2.

(3) 제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설계

17. 2. 22

이창원 교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국가과학
기술혁신

(4) 제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 전략

17. 3. 8

류태규 본부장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창의적
인재양성

100 + 101

≐≐

 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기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산업과 향후 도래할 신시장 대응형
주
미래 유망기술간 R&D 투자의 전략적 차별화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의 유형 연구를
통한 특화된 전략적 투자 필요
주요 주체별 연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구조적 유형화 및 유형별 개선 사항 도출

17. 5. 24

김진영 대표
(ROA인벤션랩)

(6)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문화

17. 10. 25

최연구 연구위원
(한국과학창의재단)

--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정부, 민간 역할 방안 제시

(1)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17. 3. 22

서상희 교수
(충남대 수의과대학)

-- R&D 혁신 주체 및 산업창출 혁신주체별로 차별화된 부문별·분야별·기술별 투자
방안 시사점 도출

(2) 국방 연구개발의 개방과 협력

17. 4. 5

이정석 부장
(국방과학연구소)

(3) 에너지, 미래 디자인

17. 9. 20

허은녕 교수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1) 제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17. 6. 28

송성진 교수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2)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인재상과 사람 중심의
시스템 혁신

17. 9. 6

이승규 연구위원
(KISTEP 미래예측본부)

(1) 대한민국 우주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17. 4. 19

허환일 교수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2) 개방형 혁신을 위한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전략

17. 6. 14

오명준 단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뇌연구 신흥강국 전략

17. 8. 23

서유헌 교수
(가천대 의과대학교)

(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

17. 10. 11

박희재 교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2) 4차 산업혁명을 여는 눈(眼)! 빅데이터 기술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

17. 12. 13

이경일 대표
(솔트룩스)

-- 기존과 차별화된 미래지향성 분석을 통해 유형화한 신기술창출형/산업재도약형으로
특화된 전략 제시

≐≐

연구
내용

우리나라 주력산업 현황 및 이슈 분석
-- 국가별 주력산업 정책 분석(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 주력산업 정책 및 이슈 분석

≐≐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분야별 R&D 투자프레임
-- [그림 1]과 같이 기술체제 유형화와 기술포트폴리오 개발을 통해 R&D정책 기획과
실행에 활용

KISTEP 2017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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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생태계 조성

≐≐

(5) 미래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철학과 성공전략

5.
과학기술을
통한 국격
제고

-- 최근 5년간(2012~2016년) 우리나라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

KISTEP 소개

4.

 력산업은 각 나라의 산업구조 및 경제생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산업의
주
발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산업’, ‘국가경제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혹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 등으로 정의

발간물

3.
국민행복
기술

≐≐

연구
목적

주요 대외활동

17. 11. 22

(4) 글로벌 게임 산업 트렌드와 우리의 대응

37

기계·소재분야 기술유형별 정부 R&D
투자 전략

주요 연구실적

진행일시

연구책임자 김선재

[그림 1] 연구 개요
기술체제

[그림 3] 주력산업 기계·소재 기술 포트폴리오 Matrix
<2사분면>

기술체제 유형화

특정 기술들이 가지는
고유한 기술환경

포트폴리오 평가문항에 대한
AHIP 조사·분석
포트폴리오 평가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대상 AHP
조사 진행 및 중요도 산출

고

기술포트폴리오 개발


Ⓒ영역 : Supplier

R&D정책 기획&실행



기술들의 고유특성에 기반,
기술특성이 유사한 기술들을
유형화



포트폴리오 평가문항 대한
전문가 의견 데이터 이용,
기술포트폴리오 개발

기술혁신 위한
R&D정책 기획에 있어,
개발한 기술포트폴리오에
기술유형의 특성 반영하여
맞춤화된 R&D정책물 기획
→ R&D 정책 실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3축
(미래)
시장성

Ⓓ영역 : Observer
저

고
··
··
·

고

[그림 2] 기술유형별 포트폴리오 및 정부 R&D 정책개발 프레임
3축
파급성

기술리스트 개발
분류변수 개발
● 투자포트폴리오 평가항목 개발

저



3단계 : 전문가 서베이 조사

(계량 데이터 : 과거)

(서베이 데이터 : 현재/미래)

수집 및 기술 특허동향분석

● AHP

Ⓑ영역 : Manager
저

(민간) 단기 투자
(정부) 신기술 전환
R&D투자 및 정책

<4사분면>

(민간) 투자 확대
(정부) 기술공급자
선택적 투자
(응용·개발기술)

Ⓖ영역 : Partner
고
3축
(미래)
시장성

(민간) 투자 포기(철수)
(정부) 산업관찰자
R&D투자·정책 축소

(민간) 투자 확대
(정부) 산업협력자(시장)
R&D투자(시장개척)

Ⓗ영역 : Manager
저

(민간) 기술 흡수(철수)
(정부) 산업관리자
R&D정책

저·····1축 (현재)·····고
기술력

조사→포트폴리오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




분류 변수 측정

● 요인분석

→ 기술유형 분류요인 생성

● 포트폴리오

평가항목 전문가 의견 수집




● 기술유형

● AHP

반영한 포트폴리오 평가 점수 산출




● 군집분석

(민간) 지속적 투자
(정부) 산업조력자
R&D투자 및 정책

발간물

2단계 : 분석대상기술 특허 분석
● 특허데이터

(민간) 단기 수확
(정부) 산업관찰자
R&D투자·정책 축소

Ⓕ영역 : Observer

● 기술유형

3축
(미래)
시장성

Ⓔ영역 : Leverage   

저

● 분석대상

고

<3사분면>

··
··
·

1단계 : 분석대상기술 및 분석항목 개발

Ⓐ영역 : Supporter

주요 대외활동

2축
(현재)
시장성

-- [그림 2]와 같이 특허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기술유형별 Matrix 분석과
정책 기획 및 제언 도출

(민간) 투자 확대
(정부) 기술공급자
R&D투자
(기초·응용·개발기술)

주요 연구실적



<1사분면>

→ 특허 기술유형 분류


적용

≐≐

시사점





-- (2사분면) 민간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개발 리스크가 큰 특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

4단계 : 기술유형별 정부 R&D 투자포트폴리오 및 정책 개발

KISTEP 소개

-- (1사분면) 민간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민간 협력모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

특허 기술유형별 포트폴리오 AHP평가점수 산출

특허 기술유형별 포트폴리오 특허점수 산출

기술유형별 민간-정부 투자 전략 제시

-- (3사분면) 민간에서는 개발 리스크가 가장 큰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음. 다만, 해당
영역은 기술의 ‘파급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선택적인 투자’가 필요

특허 기술유형별 포트폴리오 평가 점수 비교
(특허점수 vs 전문가서베이점수)


-- (4사분면) 민간 기술 역량에 대한 상용화에 집중하되 투자여부는 미래 시장성에
기반하여 판단

특허 기술유형별 포트폴리오 Matrix 분석
(기술시장성, 기술경쟁력, 기술파급력, 정부R&D투자액)



기술유형별 정부 R&D 투자전략 및 정책 기획 및 제언

≐≐

 력산업을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촉진할 수 있는 기술 유형을 구별하여 투자
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민간의 R&D 역할을 제시

-- [그림 3]의 Matrix와 같이 현재기술력(가로축), 현재시장성(세로축)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분하고, 각 영역을 3축으로 추가구분하여 R&D 전략 세부기획에
활용
102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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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형별 기술포트폴리오 개발

추진 연구과제

수요 중심의 우주개발 프로세스 고찰을
통한 우주분야 정부R&D 투자전략 도출
연구: 관측기기를 중심으로

-- (관측기기 자료 활용 논문DB 구축) 최근 10년간 국내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국내·
외 관측기기 자료를 활용한 논문DB 추출
-- (토픽 모델링) 논문DB 내 논문 초록으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고 관측기기 활용분야
및 연구분야 키워드 추출
≐≐

≐≐

연구
목적

-- (제도/기술 지원 방안 도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관측기기 개발방향 개선을 위한
제도/기술 지원 방안 초안을 설문항목으로 도출

 내 개발 관측기기 성과와 개발과정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과 도출을
국
위한 수요 중심의 우주분야 투자전략 마련

-- (설문조사 실시) 확정된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국내 관측기기 수요자 혹은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국내 관측기기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현 우주개발 추진
방향 및 관측기기 선정·개발 개선 방안 의견 청취

≐≐

-- 국내 연구진의 관측기기 활용분야를 분석하고 수요자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 및
기술 수요조사 실시

-- (수요 분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술적/제도적 수요를 유형에 따라 분류
-- (주요 환경 분석) 투자전략 시 고려해야할 현 우주분야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부R&D
투자 정책 분석

-- 기존 관측기기 성과와 수요자 의견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주개발
성과 확대를 위한 정부R&D 투자전략 제시

≐≐

-- (투자전략 제시) 분야/기술/정책으로 분류된 수요자 의견과 주요 환경 변화를 고려한
성과 도출을 위한 수요 중심의 우주분야 정부R&D 투자전략 도출
··(투자전략 1) 소형위성과 대형위성 투자의 균형을 유지하고, 천체물리, 우주환경 등
기초연구 수요를 위한 투자 확대

(관측기기 정의 및 현황 분석) 성과 분석 대상 관측기기 범위 정의 및 관측기기 개발
현황 분석

발간물

연구
내용

(투자전략 제시) 정부 우주개발 정책과 R&D 예산 배분·조정 관점을 고려한 수요
중심의 우주분야 정부R&D 투자전략 제시

주요 대외활동

-- 국내 주도로 개발된 관측기기의 과학적 성과(Journal Paper)를 분석하고,
관측기기의 선정·개발 과정과 과학적 성과 간 연계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관측기기 수요 분석) 관측기기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제도/기술 수요분석 실시

주요 연구실적

38

연구책임자 이재민

··(투자전략 2) 체계 기술개발 중심에서 관측기기 등 임무 달성에 활용 가능하고 향후
우주개발 시 필수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개발 중심으로 프로그램 마련
··(투자전략 3) 관측자료 관리 체계를 단순화하고 자료 활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자료
전처리 S/W 기술개발 지원

-- (관측기기 자료 활용 논문DB 구축) 관측기기 자료를 사용한 논문DB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검색 기준을 설정하여 KCI DB, SCI DB, Scopus DB를
활용하여 추출

··(투자전략 4)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 계획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공공수요 대응이
필요한 분야와 산업화가 필요한 분야를 명확히 분리하여 역할 분담
··(투자전략 5) 국지적/인류보편적 문제에 균형 투자를 지향하고 분야를 구분하여 추진

-- (제공정보 활용) 관측기기 개발자 혹은 수요자에 의해 논문DB가 구축된 경우
제공되는 정보를 병렬 활용

KISTEP 소개

(관측기기 성과 분석) 국내 관측기기를 활용하여 도출된 논문 분석을 통해 성과의
질적, 양적 분석을 실시

-- (전문가 그룹 활용)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구축된 논문DB 검증

≐≐

≐≐

시사점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자 수요에 대응한 관측기기 R&D 투자전략은 향후
우주과학, 해양 등 우주분야 관측기기를 활용하는 범부처 정부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에 공통 활용 가능

(관측기기 선정·개발 과정 분석) 국내·외 관측기기의 선정·개발 과정을 비교 분석
-- 관측기기 개발 참여 전문가 인터뷰 실시
-- 관측기기 기획보고서, RFP 등 관련보고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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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기 활용분야 분석) 국내 관측기기 자료 활용분야

 측기기의 과학적 성과와 목적 수립 프로세스 간 연계성 분석을 실시하여 관측기기
관
정보 활용성과 문제점을 기획 단계에서 진단하고 근본 해결 방안 제시

≐≐

국
 내·외 학회 발표 및 저널 발간을 통해 관측기기 관련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와
연구결과 공유를 통해 미래 우주개발 방향 수립에 기여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질적 성과지표) 국내 개발 관측기기를 활용한 논문의 질적·양적 성과 평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등을 활용

추진 연구과제

유전알고리즘을 활용한 정부R&D 예산배분
최적화방법 개발 및 공공우주분야
시범적용
≐≐

연구
목적

··분야별 비교 시, 건설·교통과 우주·항공이 해양과 재난·안전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 사업 검토결과 기반 최적화 시뮬레이션 수행 및 시뮬레이션 조건별 비교와 실제
편성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검토항목 선택에 따른 비교 결과, 특정항목 점수에 따라 최적 배분안이 변동됨을
확인
··부처별 예산 지출한도 유무에 따른 비교 결과, 지출한도가 없는 경우 사업
검토결과와 정책목적에 의한 예산배분을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

 부R&D 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최적화 방법론을 개발하고,
정
이를 공공우주 분야 사업에 시범 적용

··실제 예산편성과의 비교 결과, 제도변화와 투자환경변화* 등의 원인이 분석됨

--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반영하여 예산배분·조정 시 활용하는 사업검토항목 도출

* 장기계속사업 일몰제 도입, 다부처 공동투자 여부, 자율차·재난안전 등 시급성 정도 등

연구
내용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분석

주요 대외활동

--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예산배분·조정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법개발

≐≐

≐≐

시사점

-- 지속가능한 발전 현황 파악, R&D 예산편성체계 분석, 최적화 방법론 특징 조사 등
≐≐

--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화 기법 제시를 통해 예산배분 방법론 고도화
≐≐

 회발표 및 학술지 게재를 통한 방법론과 연구결과 공유하여 예산배분최적화 방법론
학
발전에 기여

발간물

-- 현행 정부R&D 예산편성 검토항목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용하여 신규항목 신설,
기존항목 삭제, 내용 보완 등을 통한 수정안 도출
* ‘사업추진 근거 및 원동력’, ‘사업 목적 및 내용’, ‘예산 규모 및 항목 배분’, ‘수행주체 및 방식’, ‘사업의

 속가능한 발전을 적용한 정부R&D 예산배분의 최적화를 통해 전략적 R&D
지
예산배분의 기반 구축
-- 정부R&D 예산배분·조정 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에 활용 가능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용한 예산배분 검토기준 도출

··6개 대분류*, 17개 중분류 도출

주요 연구실적

39

연구책임자 송화연

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 관리’

-- AHP를 통해 예산검토 항목 간 가중치 설정
··‘사업목적 및 내용’과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항목의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검토됨
KISTEP 소개

≐≐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 예산배분(안) 도출 프로그램 설계
-- 예산배분 검토항목을 도입한 유전알고리즘 구조 설계
··각 사업 예산 변동의 상하한(20%) 한계 안에서 사업 검토검수에 따른 증감비율을
설정하고, 모든 사업 예산 총합 증감 비율은 전년대비 3% 내 유지
-- 유전알고리즘 내부 parameter들의 범위와 시뮬레이션 세부기법 선택 및 조정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공공우주 분야 사업 검토와 예산배분 최적화 시뮬레이션 수행
-- 델파이를 이용, 공공우주 분야* 40개 정부 R&D 사업 검토 및 결과 분석
* 우주·항공, 건설·교통, 해양, 재난·안전 4개 분야

··분류별 비교 시 ‘사업추진 근거 및 원동력’ 분류에서 높은 점수를, ‘사업 관리’ 분류
에서 낮은 점수를 보임
106 + 107

KISTEP 2017 연차보고서

추진 연구과제

재정소요 전망에 따른 기초연구분야
중장기 투자포트폴리오 수립 연구

··시계열분석 모형 ARIMAX를 활용한 재정소요 전망 결과 제시
-- 기반인프라 분야의 재정소요 전망
··기반인프라 분야의 사업별 정책, 추진계획 및 주요 이슈 검토

주요 연구실적

40

연구책임자 신애리

··사업별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향후 재정소요 전망 제시
-- 투자포트폴리오 수립 및 정책 제언

≐≐

연구
목적

기초연구분야 재정소요를 전망하고 투자포트폴리오를 시범적으로 수립

··개
 인·집단기초연구 및 기반인프라 분야의 재정소요 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기초연구
투자포트폴리오 도출

--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전략은 미비

··본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기여 및 한계,
필요한 후속 연구 등을 제안
<연구의 내용>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 지원체계 및 투자전략의 개선, 포트폴리오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임길환(2016), 서울대 호원경 교수 국회청원 등

-- 최근 R&D 정책환경의 변화, 개인기초연구 투자의 지속 확대, 대형인프라 구축 계획
등 기초연구 분야의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소요를 전망하고, 이를
반영하여 투자포트폴리오를 수립

주요 대외활동

··기초연구 투자는 최근 6년간 정부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17년도에 기초연구비중이 40.2%에 도달

이론적 논의 선행연구 검토
- 분석방향 설정
- 기초연구 선행연구 시시점 도출

발간물

정부기초연구투자/정책 환경 분석
≐≐

연구
내용

 연구는 크게 이론적 논의 및 문헌연구, 투자현황 및 정책분석, 개인·집단 기초연구
본
분야의 재정소요전망, 기반인프라 분야의 재정소요 전망, 투자포트폴리오 수립 및
정책제언 등 5가지 부분으로 구성

- 기초연구 사업군별
투자현황 분석(NTIS자료)
- 시업군별 추진계획, 관련법규, 정책변화 분식
- 정부기초연구투자 이슈 도출

-- 예산결정 및 재정소요 전망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기초연구 투자전략 관련 선행연구
검토

··기초연구 투자전략과 관련된 기존 연구 검토 및 시사점 제시
-- 정부 R&D사업의 기초연구 투자 현황과 관련 정책 및 환경 분석

IBS, 기반인프라분야 재정소요 전망

- 사업별 정책 및 추진계획 검토
- 사업별 재정소요 전망 및 적정성 검토
- 기반인프라분야 재정소요전망 도출

··조사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집단 기초연구 사업, IBS, 기초연구 대형인프라
사업군의 투자현황 분석

- 기초연구 영향요인 도출
- 재정소요전망(시계열)방법론 선정
- 분식방법 제시
- 분석모델 선정
- 재정소요전망 도출

전문가 자문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기초연구 투자 관련 주요 이슈 및 쟁점 분석, 기반인프라 사업군별 추진계획, 관련
법규, 정책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

개인/집단 기초연구 재정소요전망

기초연구 투자포트폴리오 수립 및
정책제언

-- 개인·집단기초연구 분야의 재정소요 전망
··재정소요 전망에 필요한 요인*선정 및 자료 수집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기초연구 관련 요인

··기초연구분야 재정소요 전망에 적합한 분석(시계열)모형 선정 및 분석방법 도출
108 + 109

KISTEP 소개

··예산결정 관련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재정소요 전망과 관련된 방법론 고찰을 통해
분석기준을 설정

KISTEP 2017 연차보고서

추진 연구과제

≐≐

시사점

-- 기초연구 재정소요전망 방법에 대한 논의의 부족, 포트폴리오 수립 자체에 대한
정책관계자의 부담 등으로 인해 그동안 수행되지 못하였던 재정소요전망을 본
연구를 통해 시범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초연구 분야 투자 포트폴리오는 향후 기초연구 분야 투자전략 수립 시 중요한
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41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
주요 연구실적

 초연구 분야 투자전략을 위한 포트폴리오 수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기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초연구 분야의 재정소요전망 및
투자포트폴리오 수립을 최초로 시도한 사례로서의 의의를 지님

연구책임자 김은정

≐≐

연구
목적

≐≐

연구
내용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지원
-- (제5회 바이오특위) ’17.3.14.(화) ~ 3.17.(금) (서면)
··「 2017년도 생명연구자원관리 시행계획(안)」,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
기술개발추진전략」 2017년 시행계획(안)」,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안)」 논의
-- (제6회 바이오특위) ’17.9.18.(월)

발간물

-- 중장기 R&D 재정소요 전망이나 타 분야 정책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필수 재정소요 규모의 확인이 요구되는 등의 경우에도, 기반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기초연구 분야 전체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실질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바이오 분야 컨트롤타워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바이오특별위원회 신설(’16.3)

주요 대외활동

-- 여러 부처에 걸쳐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바이오 R&D정책, 예산계획, 규제개선,
산업육성정책 등의 범부처 종합·조정 수행

-- 기존의 기초연구 투자전략은 개인집단기초연구지원사업의 내부요인만을 고려한
투자규모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수립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경제사회적,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므로 투자전략 수립 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
-- 주관적 판단이 배제된 통계분석의 결과(개인집단기초연구 분야)이자 부처의
중기재정계획 및 정책을 한번 더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기반인프라 분야)라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음

ICT 이후, 유망 기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

··「바이오 경제혁신전략 2025(안)」, 「AI·구제역 대응 범부처 R&D 추진전략(안)」,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2차 실적점검 결과(안)」, 「생명윤리법 바이오 R&D 규제 현황」
논의
-- (제7회 바이오특위) ’18.1.31.(수)

≐≐

KISTEP 소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2단계(’18~’21) 추진계획(안)」, 「제2차(’18~’22)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바이오 분야 규제개선 추진 경과 보고」, 「2018년
바이오특위 주요 논의과제(안)」 논의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2차 실적점검 및 후속조치 논의
--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1차 실적점검(’16.10) 후 일부 보완된 시행계획에 대해 2차
이행점검(’17.8) 및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17.9) 개최

··(결과) 총 36개의 실천과제 중 완료(7건), 정상추진(21건), 부진(4건), 계획변경
(미추진) 과제 3개로 부진·미추진 과제비율 19%
··(평가 및 보완계획) 바이오R&D, 사업화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인프라(인력양성,
클러스터 활성화, CRO 구축 등) 분야는 향후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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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각 과제를 완료, 정상추진, 부진 중
하나로 평가하고 현장 체감도 점검

추진 연구과제

≐≐

2018년 바이오특별위원회 주요 논의 과제(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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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R&D 예산 배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바이오 인허가 규제과학 진흥) 혁신기술을 적용한 첨단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과학 진흥 및 인허가 인력 확충 필요
-- (바이오 인력양성방안 수립) 바이오 전문 인력의 수요·공급 불균형에 대한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분야별, 단계별 필요한 인력 양성방안 체계화
-- (바이오 사업화 촉진) 바이오 R&D가 사업화로 선순환 되도록 생태계 활성화
(민간투자확대, 창업·사업화 지원 체계화, 산·학·연·병 협력 등) 방안 보강

≐≐

연구
목적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을 통한 투자 성과 및 효율성 극대화
-- 경기 둔화에 따라 세입은 크게 증가되지 않는 반면, 복지수요 등 재정 지출은 매년
확대 추세로, 당분간 R&D 투자 확대가 어려운 상황
-- 정부는 경제혁신 선도, 국민행복 실현, 과학기술 기반혁신, 기초연구진흥 등
중점투자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추진 중
--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과 정부R&D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전략적 배분을 통한 투자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

≐≐

주요 대외활동

-- (그린·화이트 바이오 육성 체계화) 레드바이오 중심의 육성방안을 그린·화이트
바이오 육성방안으로 확대하여 분야별 균형있는 바이오 기술·산업 육성

시사점

주요 연구실적

-- (바이오 규제개선 기반 구축)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심화됨에 따라, 바이오
규제 전반에 대한 파악과 상시적 규제개선 의견수렴 플랫폼 구축 필요

연구책임자 이길우

 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이 필요한 현안 이슈를 안건화하여 국과심
바
바이오특별위원회에 상정시킴으로써 연구결과의 실행력 확보
-- R&D, 사업화, 규제, 인프라 등 바이오 전반의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지원
-- ’18년도 R&D예산 부처 합동 사업설명회 개최 및 검토의견서 작성 종합 지원
··예산심의 지원을 위한 ’17년도 R&D사업 상시심층 분석(2월~5월)
··기
 술·정책 분야별(7개 전문위원회) R&D 현황 및 주요 쟁점 분석, R&D 부처
중기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평가결과 분석 등을 통한 심의대상사업 심층 검토

발간물

··정책과 예산과의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사업화 R&D 예산확대, 바이오분야
심사인력 확충 및 안전성평가 R&D예산 확대 등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추진

≐≐

연구
내용

··’18년도 R&D예산 부처 합동 사업설명회 개최(5.15~5.19, The-K 서울호텔)
※ 총 367개 핵심사업 및 출연(연)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전문위/소관부처 간 기술·정책군별, 쟁점별
심층토론 형식으로 진행 (’17, 274개 사업→ ’18, 367개 사업)

··전문위원회별 집체작업 등을 통한 검토의견서 작성 종합 지원(5~6월)

··유사중복사업 정비, 핵심사업/일반 및 의견 제시사업 검토의견서 등 배분·조정 심의
활용자료 마련·제시(2월~6월)

KISTEP 소개

-- ’18년도 정부 R&D예산 심의 및 예산배분·조정(안) 안건 마련 종합 지원

··예산요구서 DB化 작업(5.13~31) 및 예비, 1차~3차 미결·쟁점사업 심의 지원(6월)
≐≐

국과심 전문위원회(7개) 운영

※ 부처별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와 사업추진 타당성 사전 검토 (총 28회)

-- 정부 R&D예산 심의결과 전문위원회 및 위원장 간담회 개최(~6.22)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회, 소위원회(W/G)의 구성·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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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심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부처별 신규 사업 기획 추진현황 및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 추진(3~4월)

추진 연구과제

≐≐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결과 및 부처별 R&D 사업 홍보
-- ’18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통한 과학기술 관계자 및 대국민 홍보
호남권 (’18.1.18~19, 광주 광주과학기술원), 영남권 (’18.1.22~23, 부산 부경대)

≐≐

시사점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16회 본회의 의결(’17.6.29)
-- 기획재정부의 R&D사업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

≐≐

연구
목적

-- 국내외 투자동향 및 성과 분석, 중점 투자분야 설정,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등이
포함된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하여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단기
방향성을 제시

국가 R&D 투자 효율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정책적·기술적 전문성에 근거한 정부 R&D 투자방향 및 예산배분·조정(안) 제시
등을 통해 한정된 정부 R&D 예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

--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산업. 기술간 융합 및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신시장·신산업
창출 및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책무강화에 따른 효과적인 투자전략
마련

-- 국가과학기술수준 및 기술경쟁력,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 마련에
기여
≐≐

정부R&D사업 투자전략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기술분야, 특정·현안분야 등 정부 R&D투자 전략 수립에 기여

≐≐

연구
내용

정부R&D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 설정 지원
-- ’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
··투자방향 수립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기술분야별 투자방향·중점투자분야 정책과제
중심 초안 마련 (’17.1~2월)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과학기술 문화 기반 마련

발간물

-- 기술분야별 R&D투자 연계성 강화 전략을 통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및
성과제고에 기여
≐≐

 가 R&D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구조적 비효율성 등을 심층 검토하여
국
투자 성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투자 방안 마련

주요 대외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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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R&D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주요 연구실적

※ 수도권 (’18.1.10~12, 서울 숭실대), 중부권 (’18.1.15~17,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책임자 이경재

··투자방향 안건 마련을 위한 미래부/KISTEP 공동워크숍 개최(2.9)

-- 연구현장 대상 주요 R&D사업 추진현황 설명회, 공청회 개최를 통한 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전문위원 및 일반인 의견 수렴 실시
※ 전문위원 설명회 개최 : ’17.1.12~13(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 공청회 개최 : ’17. 2. 28(서울 엘타워),
국과심 전문위원회 위원장 회의개최 : ’17. 3. 10(과천 정부청사)

≐≐

주요 기술분야·정책분야 효율화 방안 연구

KISTEP 소개

··’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과심 운영위 상정(’16.3.14)

-- R&D 분야 일자리 사업 고용효과 분석 및 사업 간 연계방안 도출
··R&D 고용지표를 반영한 예산배분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R&D 일자리 유형 정의,
분류 및 항목화

-- 대형 체계개발 정부R&D사업 대상 기술성숙도평가(TRA) 적용모델 개발 및 시범실시
연구
··대형 체계개발 정부R&D사업 대상 TRA 시범적용 추진계획(안) 마련 추진
-- 미래 일자리 창출-연계 촉진을 위한 현장 수요 기반 이공계 인력 육성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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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R&D 고용효과를 단기적(기준 개선), 장기적(정책 제언) 관점으로 접근한 관련 주요
이슈 도출

··미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현장 수요 기반 이공계 인력 양성 계획(안)」 마련추진

-- 연구환경 변화나 신기술 등장 등 R&D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장기계속사업의
관행적인 투자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운용의 효과성 제고

-- 기초·원천 분야 연구개발 조정

-- R&D 기획평가관리 지원체계 개선
··연구관리전문기관 출연금 및 기평비 현황 검토 및 분석을 통한 R&D 기획 평가관리
지원체계 개선(안) 마련 추진
≐≐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권고 마련

≐≐

근거기반의 심층적 사업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정부 부처별 투자우선순위와 중기 사업계획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한 2018년 정부 R&D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 마련

주요 연구실적

··기초 원천 R&D는 과기총괄부처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기초원천 연구특성에 맞는
수행체계 도입방안 마련 추진

-- 공공기관 투자권고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구축·활용 방안에 대한 권고를 추진 하여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유도
주요 대외활동

-- 2016년 공공기관 R&D투자권고 이행실적 점검
··’16년 투자권고 대비 실집행실적, 이행부진사유 및 개선계획 점검
··이행부진사유 검토를 통해 매출액 변동 시 고려, 우수성과 발굴·확산 등 조치방안
마련
··21개 기관 중장기 투자현황을 포함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실적 점검
※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은 ’17년 총 95억 원으로 투자계획(156억 원) 대비 약 61%
수준

-- 기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투자계획 점검
※ 총 31개 기관 중 22개 기관 관련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하여 추진(’16~’20, 총 5,779억 원)

≐≐

발간물

-- 부처 및 공공기관 검토의견 반영 및 보완(~11.10) 후 국과심 운영위 안건 상정
(11.14)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추진
-- 장기계속사업의 관행적 계속화를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억제를 위해 2016년
정부연구개발예산배분·조정 과정에서부터 일몰제를 도입
KISTEP 소개

··사업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계속지원형’과 ‘일몰형’으로 분류하고 ’16년~’20년까지
범위 내에서 일몰시점 잠정 설정
-- 일몰대상 사업에 대한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19년 일몰 대상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추진계획」 수립
··’19년 일몰 대상사업 54개에 대한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수행
※ 제도 취지, 중점사항 및 일정 등 공유 및 부처의견수렴을 혁신본부로 일원화함으로써 부처대응
창구를 분명히 하고 수행주체별 역할 명확화

≐≐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시사점

정부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의 전략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 정 책 및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국가 R&D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정책 분야별 이슈 및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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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기관평가

-- 연구기관에서 수립한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시 과기정통부의 주요정책 및 필수항목
반영여부에 대한 정책방향 중점 점검
--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발간, 기관평가 지침 개정 등 기관평가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연구
목적

 처의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소관부처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높이고 자체평가
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시사점

≐≐

--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와 상위평가 결과 간 큰 차이가 존재*, 추후 자체평가의 관대화
지양 및 충실도 제고 필요

-- (기관평가) 출연연구기관의 경영 및 연구 성과평가를 통해 임무중심 기관평가 실시
및 효율적 평가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연구
내용

(중간평가) 각 부처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및 목표 달성도 등에
대해 성과 중심의 평가를 수행하여 연구 생산성 및 재정 효율성 제고
※ ’17년 중간평가는 R&D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를 위하여, 통합재정사업평가와 별도의 R&D
성과평가를 two-track으로 수행

* ’16년 예산 기준 10조 5,363억 원

··부 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상위평가(메타평가) 수행 후,
메타평가협의회에서 분야별 메타(상위)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각 부처별 메타평가
점수를 산출

* 우수 이상 사업 수: 자체평가 36개(56.3%) → 상위평가 14개(21.9%)

-- 평가 항목별 상위평가 결과, 성과목표 달성도는 양호하나 성과우수성1(종합적
연구성과) 부문이나 성과우수성2(종합적 성과분석의 결과 및 사업의 효과성) 부문의
평가 결과가 다소 미흡하여 추후 이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
≐≐

(기관평가) 중장기적 관점의 평가 유도 및 핵심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 유도
-- 기관 임무부합 및 미래방향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목표설정 및
평가의견 제시를 통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유도 필요

발간물

-- (통합재정사업평가) R&D분야 18개 부처 118개 단위사업 대상*

(중간평가) 부처의 자체평가 충실도 제고 및 사업의 질적 성과 우수성 제고
주요 대외활동

-- (중간평가) 부처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도 및 성과 등에 대한
주기적 평가(모니터링)을 통해 연구 생산성 제고

주요 연구실적

44

연구책임자 오현환

-- 기관별 고유임무 및 특성을 고려한 핵심 성과 중심의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체계의
안착을 위한 평가 간소화 및 평가역량 강화 필요

-- (R&D성과평가) 12개 부처 64개 세부사업 대상*
* ’16년 예산 기준 2조 4,566억 원
KISTEP 소개

··상위평가에서 사업별로 적절성 점검 실시 후, 미통과 사업에 대해 확인·점검 실시
··평가지표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부처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존중하되, 평가 관대화로 판단 시, 패널티* 부과
* 확인·점검 결과 자체평가 점수와 2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자체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점수 차이의 10% 추가 감점

≐≐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평가 결과는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 및 포상 등에 활용

(기관평가)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종합평가 등 임무중심형 평가 실시
-- 종합평가 12개 대상 기관 자체평가의 절차·체계에 대한 적절성 점검 및 기관별
평가결과 도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는 상위평가 실시(연 3회)
※ 부적정 등급을 받은 부처·연구회의 연구기관에 대해서 재평가 요구(’17년 평가 대상 기관 모두 적정
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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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

연구
목적

≐≐

시사점

 학기술정책 이슈 및 사업간 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R&D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과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

··(김치연구소 주요사업) 식품연구소와의 지속적 차별화가 필요하나, 필요 영역에서는
협력적 구조를 만드는 추진 전략 및 연구역량 강화방안 마련 시급;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 주요사업의 연계체계(전담부서-담당, 전략·성과 목표-사업)의 명확화
필요

 가적 현안과 장기추진 정책과 관련된 사업군을 발굴하여 효과성 및 사업추진체계
국
분석
-- 지역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군(2개 부처 6개 사업),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1개 부처
1개 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6개 부처 1개 다부처사업), 세계김치연구소
주요사업(1개 기관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분석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을 중점
검토

-- 범부처 협의회 운영 및 성과활용 연계체계 강화 필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범부처 협의회 운영 정상화에 따른 향후 중점 아젠다
설정 및 추진; 유전체정보 통합 시스템·운영 기관의 독립성 및 역할 명확화(부처별
정보센터 기능·역학 설정); 성과활용 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 및 구체적 계획 수립과
과제별 성과연계지도 작성(연계과제 그룹별 연구책임자 협의체 상시운영); 성과활용
전략 연계 및 사업구성 통합조정에 따른 투자전략 로드맵 상세 작성 등 필요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심층적 실적분석 및 사업추진체계 분석

발간물

≐≐

주요 대외활동

··(연구중심병원육성사업) 추가 지정보다는 기존 연구중심병원의 성공사례 도출에
집중; 재지정 평가의 실효성, 사업추진체계의 효율성, 병원별 특성화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 보완; 복지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개선노력을 강화하고 유닛 운영 관련
병원의 자율성 제고 필요

-- 특정평가를 통한 과학기술정책 수립·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평가-정책-예산의
연계성 강화 추진

≐≐

-- 사업추진 방향 조정 및 사업간 연계 또는 사업구조 개편 필요
··(지역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군) 연구시험장비 구축의 경우, 장비구축을 지역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기존 장비운영기관의 외연 확장 및 장비 업그레이드 위주로
지원; 대학의 경우, 인력양성에 강점이 있으므로 연구시험장비 구축지원 보다는
인력양성과 장비운영을 동시에 촉진하는 타 부처사업 지원 고려; 대학·공공(연)
기술이전·사업화의 경우, 기한사업(3년)으로 추진하되, 사업추진 전략 강화 또는
계속 지원여부(지원 축소) 검토 필요

-- 성과중심의 정량·정성적 심층분석을 통해 R&D사업의 성과제고

연구
내용

평가결과(사업개선 권고사항)

주요 연구실적

45

연구책임자 오현환

-- 세계김치연구소 주요사업은 기관평가 ‘미흡’에 대한 주요 연구사업 추진체계 분석 및
성과제고 방안 도출

사업(군)별 연구진 및 총괄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전문성 제고

KISTEP 소개

≐≐

-- 사업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을 구성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평가결과
도출
-- 총괄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평가계획, 최종결과 등을 검토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체계>

지역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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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육성
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특정평가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추진전략 점검
•평가결과 종합 조정·확정

세계김치연구소
주요사업

121121
+

KISTEP 2017 연차보고서

추진 연구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평가

≐≐

’17년도 기술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항목 및 추진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7년도 기술성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평가항목 간의 중복성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기술성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 사업기획 부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성평가 추진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획재정부의 R&D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전 기술성을 평가하여
기
적합여부 및 의견을 기재부 장관에 제출

주요 대외활동

--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신규R&D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사업기획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R&D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거시적,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국가과학기술수준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추진

≐≐

연구
내용

주요 연구실적

46

연구책임자 오현환

’17년도 기술성평가 대상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수행
--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력 향상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4회에 걸쳐 기술성평가를 실시
발간물

-- 정책적 부합성·시급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 6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
··’17년도 기술성평가에서는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유형을 구분하고, 평가유형에 따라
평가지표 가중치를 상이하게 적용
≐≐

’17년도 4회 차례 기술성평가 수행결과, 총 39개 대상사업 중 15개 사업을 ‘적합’
사업으로 도출(적합률 38.5%)
KISTEP 소개

-- ’17년도 기술성평가 중 제1차 3개 부처 6개 사업, 제2차 4개 부처 6개 사업, 제3차
6개 부처 11개 사업, 제4차 7개 부처 16개 사업이 접수됨

≐≐

시사점

사업특성을 반영한 평가유형 구분과 이에 대한 사업기획 부처의 요구 증가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사업특성을 반영한 평가유형의 다양화는 사업기획 부처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바이지만, 현재는 기술성평가 차원에서 2가지 평가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음
--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차원에서 기술특성과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R&D사업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조사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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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평가의 정책단위 분석 방안 도출

≐≐

연구
목적

-- 사업단위 중심에서 정책단위 중심의 사업군 평가
관점

주요 평가내용(사업단위)



적절성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사업/전략목표의 적절성



- 상위계획의 적절성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군 특정평가 평가틀 제시

효과성

- 목표대비 달성도
- 중장기 파급효과



- 공유된 목표의 달성도

-- 사업 단위 특정평가 방법을 차용하여 사업군 특정평가에 적용해왔던 것을 사업군
단위에 적합한 특정평가틀을 제안

효율성

- 성과의 효율성



- 삭제

※본 연구의 정책단위는 사업군에 해당

체계성

- 사업추진의 체계성
- 중복연계 가능성



- 사업간 계층구조
- 사업간 연계 방안

 존 사업군 특정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여 기존 사업군평가 분석의 한계점을
기
조사

··도입되는 메타평가는 환경, 투입, 과정, 산출 및 활용 범주로 구분 가능하며 본
연구의 경우 사업군 선정에 해당되는 환경 범주와 정책 관련 항목에 관련되는 과정
범주를 중심으로 분석함

국내외 관련 평가 사례 조사

≐≐

시사점

주요 평가내용(정책단위)

 업군 특정평가에 대한 사업군 단위 평가의 새로운 평가틀을 제시하여 사업군 즉
사
정책단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
-- 사업군에 속한 개별 사업평가에도 정책단위를 고려하여 정책과 사업의 연계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책단위 중심의 사업군 평가틀 제시는 향후 정책평가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정
활용될 수 있음

발간물

-- 현재 수행되는 사업군 평가 중 8개 사례에 대해 분석한 결과 4가지 평가 관점 중
적절성은 사업군 단위로 주로 분석되고 있는 반면에 체계성 및 효과성은 거의
사업군 단위로 분석되지 않고 있으며, 성과의 효율성은 평가관점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정책단위 중심의 사업군 평가틀 제시

주요 대외활동

≐≐

연구
내용

≐≐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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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강진원

-- 사업군 평가의 경우 해당 사업군의 정책단위를 중심으로 사업군에 속한 사업에
한정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반면, 정책평가는 관련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함

KISTEP 소개

-- 국내사례는 정부업무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심층평가를 조사하였고, 국외
사례는 미국 전략적 리뷰, 환경정책 평가,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평가사례를
분석함
··국내외 정책평가는 목표 중심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단위 중심의 사업군
평가에서 정책단위 중심의 사업군 평가를 지향하는 본 연구의 목적과 동일한
지향점을 확인함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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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 종료 사업군에 대한
정책목적 관점의 전략적 심층평가 방안
모색
≐≐

연구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주요 분석방법 연구 및 적용 탐색(I)

≐≐

연구
목적

연구개발 사업평가 결과와 성과분석 간 연관성 분석
-- R&D 성과분석방법과 사업속성 및 사업평가 점수와의 연관성을 확인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방법론 측면에서의 사업성과분석의 정교화 제안
주요 대외활동

≐≐

49

정책목적 관점의 종료 사업군 평가전략 도출
-- 종료 사업군에 대한 전략적 심층평가 방안 도출

연구
내용

연구책임자 신용철

전략적 심층평가(Strategic Review)의 모색
-- 전략적 심층평가의 다각적 이론 검토, 실태 조사 등을 통한 R&D사업 추진 후 정책
효과성 평가전략 탐색
··사업추진 후(종료 사업군) 정책 효과성 평가방법의 일환으로써 전략적 심층평가
적용방안 기획

≐≐

연구
내용

주요 성과분석 방법별 이론적 토대 마련 및 사례 문헌연구
-- 미국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에서 활용된 성과분석 방법을 위주로
정성적 방법 및 정량적 성과분석방법 연구
--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한 국내 대형연구개발사업*을 선정, 사업성과분석보고서를
심층 분석하여 성과분석 방법과의 맵핑작업 수행

≐≐

··분석결과, 모든 사업이 지표분석, 서지분석, 설문조사를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서지분석의 질적 평가 확대 및 평가지표 측정의 정량화 및 고도화의 필요성
제언

 정평가의 한 유형으로 정책목적 관점의 전략적 심층평가 도입이 가능하며,
특
적극적인 추진 필요
-- 정부의 기술분야별 R&D정책 목적관점 R&D사업군 구성 및 전략적 심층평가 수행
유도 가능
··투입, 산출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정책목적 기여 평가 한계를 극복, 이에 따른
R&D의 정책 효과성 제고 유도 필요

R&D성과평가(舊자체·상위평가) 결과 분석
-- 최근 3개년(’14,’15,’17년)*간 수행된 R&D성과평가의 성과분석 보고서(220개)를
대상으로 분석 수행
* 재정사업 통합평가로 수행된 ’16년과 특정 사업유형 제외

··사업유형별 관대화 지수(자체평가와 상위평가의 점수차)를 분석한 결과, 정성적
성과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인력양성, 성과확산, 기초연구 사업유형의 관대화
지수가 높음을 확인

··사업비 규모별 분석에서는 인력양성과 기초연구 사업 비중이 높은 연 평균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군에서 관대화지수가 높게 나오며, 대규모 사업의 성과를
상대적으로 관대히 보고자 하는 성향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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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분석에서는 동일한 정성적 성과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더라도 부처에 따라
관대화 지수 경향이 상이. 이를 통해 정성적 성과분석 방법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적용
방법 및 과정의 중요성 도출

KISTEP 소개

··심층평가 전략 및 방안을 다양한 평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시켜 R&D사업(군)에
대한 전략적 심층평가 확산 필요

≐≐

발간물

*대
 상사업: G7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과기정통부), 국가지정연구실사업(
과기정통부), 농림기술개발사업(농식품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복지부)

시사점

주요 연구실적

48

연구책임자 이상현

추진 연구과제

≐≐

시사점

50

 체평가 관대화에 미치는 요소 분석을 통해 자체·상위 평가구조의 효과성 제고 및
자
부처의 평가 자율성 확보 방안 제시
-- 충실한 성과분석을 통해 상위평가에서의 자체평가 인정률이 제고될 수 있음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성과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 필요

국가혁신체제 관점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진단 연구

≐≐

연구
목적

 가혁신체제 모델의 구성 요소 별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 추진, 예산
국
투입, 실적을 매칭하여 진행상황 점검
-- (1단계) 기존 연구 문헌을 토대로 국가혁신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도출
-- (2단계) 구성 요소에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78개 추진과제 매칭
→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국가혁신체제 관점에서 과학기술 이외 영역 포함 정도 분석

사업의 성격에 맞는 성과분석 방법 고민 필요

-- (3단계) 해마다 실시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를 구성요소에 매칭
→ 예산 투입과 성과를 분석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국가혁신체제 구축의
기여정도 분석

-- 사업유형, 단계, 분야 등에 따른 차별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차후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방법론
적용 연구 필요
≐≐

주요 대외활동

··정성적 분석방법 활용에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객관성 확보 노력 필요
≐≐

주요 연구실적

··R&D성과평가의 최종 종합적 성과분석 지표점수와 총점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음. 이를 통해 성과분석의 적절성과 사업성과의 우수성은 별개일
것이라는 가정을 확인

연구책임자 김윤종

 책전문가 설문을 통해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정책과제의
정
우선순위 도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수요와
우선순위 도출
발간물

-- 기존 문헌과 정책전문가 토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이슈 도출
-- 전문가의 정성적 의견을 정량화하기 위한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방법론 활용

 ECD(1999)와 Kuhlman(2001)이 제시한 기존 국가혁신체제의 체계도를 활용하여
O
국가혁신체제 구성 요소 도출
-- OECD(1999)가 제시한 국가혁신체제는 혁신 활동 위주의 내원과 제도 환경을
나타내는 외원으로 구성

KISTEP 소개

≐≐

연구
내용

-- Kuhlmann(2001)이 제안한 국가혁신체제는 산업시스템, 교육 및 연구시스템,
정치시스템, 수요, 제반조건, 인프라로 구성

 ECD 국가혁신체제 모형의 구성요소 중 국가혁신역량의 투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O
높으며, 교육 및 훈련시스템의 비중도 꾸준히 유지
-- 기타 연구조직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후 투자 비중이 증가

≐≐

Kuhlman 국가혁신체제 모형의 구성요소 중 공공부문 연구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음
--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

128 + 129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추진 연구과제

≐≐

 학기술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결과는 미래 일자리 창출과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과
과
같은 일자리 관련 정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시사점

 선순위가 높은 정책수요를 중점적으로 대응한다면 현 시점에서 변화하는 경제와
우
사회에 적절히 대처 가능
-- 4차 산업혁명과 개방형 혁신, 글로벌 저성장,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선
대응 요구됨

≐≐

연구
목적
≐≐

 제기구 및 국내·외 유관기관에서 발행하는 주요 과학기술통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국
발굴하고 이슈별 국제동향 모니터링 실시
 학기술 관련 주요 지표통계 분석과 발굴된 정책이슈를 연계한 심층 분석을 통해
과
활용도 높은 분석자료 제공

 책수요의 가중치를 승계한 과학기술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는 미래 일자리 창출과
정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과 같은 일자리 관련 정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과학기술의 사회적 기여 강화와 국가전략기술개발, 신산업·신시장 개척 지원,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순서로 우선순위 높음

≐≐

연구
내용

주요 대외활동

≐≐

51

2017년 국내외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통계브리프 발간

주요 연구실적

--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이 OECD(1999) 모형과 Kuhlman(2001) 모형 모두에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남

연구책임자 김행미

과학기술 정책 이슈와 관련된 국내·외 과학기술 통계자료의 발굴·분석
-- 주 요 해외 기관*과 국내 유관 기관** 과학기술 발간자료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의성 있고 중요도 높은 과학기술 지표·통계 자료 발굴
*OECD, 미국 국립과학재단, EU, IMD, WEF, WIPO 등

-- 발굴된 통계자료는 6대 부문*을 중심으로 현안 정책이슈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KISTEP 통계브리프」로 발간·배포

발간물

**특허청, 미래부, 연구재단 등

*R&D투자, 과학기술인력, 성과, 기업부문 R&D활동, 과학기술 경쟁력, 기타 등

-- 작성된 「KISTEP 통계브리프」는 주기적으로 온라인 배포
≐≐

세계 주요 경쟁력 평가 보고서의 심층 분석 수행과 자료 발간

*IMD의 세계경쟁력연감, WEF의 세계경쟁력평가, EU의 유럽혁신지수, 코넬대학 등의 세계혁신지수 등

--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제지침*은 연구개발관점에서 분석하여 별도책자로 발간하고,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적용 방향을 모색
*OECD의 연구개발 자료수집과 보고에 관한 지침

KISTEP 소개

-- 주요기관의 세계 경쟁력 평가를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 평가결과를 S&T 중심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여 조사자료 발간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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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시사점

 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현황 진단 및 적용 관점에서 접근한 국제자료 심층 분석
우
결과물은 정책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서의
KISTEP 역할 수행에 기여

52

<2017년 KISTEP 통계브리프 발간 목록>
발간호

KISTEP 통계브리프 제목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주요 연구실적

≐≐

 학기술 정책 이슈와 관련된 통계분석을 시행하여 「KISTEP 통계브리프」를 작성·
과
배포함으로써 국내 R&D 통계 활용도 제고에 기여

연구책임자 엄익천  

≐≐

구분

전국대학 연구활동 현황

기타

2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인력

3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인력

4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 분석

성과

5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현황

성과

6

2015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7

IMD 2017 세계 경쟁력 연감 분석

경쟁력

8

2017년 세계혁신지수 분석

경쟁력

≐≐

 가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투자 현황에
국
대한 조사와 관련 분석자료 산출
 가연구개발의 정책기획과 수행, 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국
제공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의 주요 연혁 및 근거>*

기타

2016년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기업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인력

11

주요국의 하이테크산업 현황 분석

12

2017년 유럽혁신지수

기업
경쟁력
투자

13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14

미국 정부의 FY 2018 R&D 예산요구안 분석

투자

15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연)) 투자 현황

투자

16

2017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 분석

17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기타

18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부문 투자 현황

투자

19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PCT 특허 출원 현황

성과

20

2016년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및 활용 현황

투자

2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투자

2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특허성과 현황

성과

23

2016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투자

-- 35개

부처·청·위원회(범부처 포함) 562개 세부사업(19조) 54,827개 세부과제의
조사·분석 실시*

24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비교

인력

*부처별로 미래부(6.5조원, 34.3%),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7.8조원, 41.2%) 등이 가장 높음

25

2016년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논문(SCI) 발표 현황

성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관련 연평균 200건의 관련 통계 제공

26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활동 현황

기업

27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기업

28

OECD 녹색성장지표 2017

기타

29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활동 현황

기타

30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 주요 연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실시연도’가 아니라 ‘대상연도’ 기준임

경쟁력

≐≐

연구
내용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조사·분석 수행
--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수집과 데이터 품질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는 조사·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 매뉴얼 작성
-- 조사·분석 검증 기간 단축을 통한 자료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KISTEP 소개

경쟁력

발간물

9
10

-1
 999년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6조2항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시범사
업 실시
-2
 000년 국가R&D사업 조사·분석 실시
-2
 005년 모든 R&D사업(인문, 국방 포함)으로 조사대상 확대와 성과항목 추가
-2
 009년 과학기술표준분류의 이차원 분류체계 조사·분석 적용
-2
 012년 조사대상을 위탁·공동과제로 확대와 조사항목에 연구비 비목 추가
-2
 013년 연구수행주체

‘중견기업’ 분류 추가와 ‘범부처 사업’ 구분, 적용분야 분류 체계 개선 등의 정책수요를 반
영한 조사항목 세분화
-2
 014년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가전략기술’ 조사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2
 015년 국가승인통계 12703호 지정
-2
 016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소분류(2,899개) 조사

*국가과학기술심회의 조사분석 안건 상정 시기 단축 : ’14.7.23 → ’15.7.7 → ’17.6.26

132 + 133

주요 대외활동

1

연구
목적

추진 연구과제

≐≐

-- 조사·분석 제도개선 전문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 국정과제 등 정책 및 예산 수요 반영을 위해 수집항목 개편*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주요 연구실적

53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 마련

연구책임자 김선경  

*국
 정과제(36번)을 반영한 지원유형에 따른 조사 실시(’18년 조사부터 반영), 기초지방 자치단체의
조사범위 세분화(’17년 조사부터 반영) 등

-- 효율적 정보수집과 분석체계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추진체계>

≐≐

연구
목적

조사·분석 결과 통보

조사·분석
결과 보고와 보고서 제출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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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분석의 주요 연혁>

조사·분석
기준과 지침 마련

조사·분석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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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SCI논문 피인용도 분석 시작 및 성과통계 시계열 분석 강화(5년)
- 2014년 SCI논문과 특허성과의 분석 강화
- 2017년 성과 지표 전반적 점검 및 성과 확정시기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산업통상자원부
조사·분석 제출자료 검증

방위사업청

발간물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NTIS)

환경부

일반에 공개
≐≐

연구
내용

*성과년도의 입력기준은 과제 협약이 아닌 성과 발생일 기준임

--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연수지원 등 6개 성과 항목의 안정적 수집 및
분석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R&D사업 추진의 효율화에 기여

-- 논문, 특허 등 성과데이터 검증과 SCI(E)논문, 국내특허 기여율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과학기술 종합조정에 기초가 되는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R&D 효율화에 기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 실시

자료의 수집·검증체계 효율화와 대국민 통계서비스 강화 필요

-- 부처별, 기술분야별, 연구수행주체별 등 과제정보에 기반한 성과정보 기초 통계분석

-- 과학기술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시의 항목 개편, 자료의 수집과 검증체계를
효율화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SCI(E)논문과 특허 등에 대한 질적 수준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에 관한 제도개선, 정책 수요 대응 및 통계 서비스
-- 논문, 특허, 기술료 등 성과 수집항목의 조사지표 정비, 논문검증 확대 시범실시와
성과확정 시기 단축 등을 통한 정책활용도 제고 요구 대응 제도개선
-- 성과 검증 매뉴얼의 갱신과 유지·보수 및 대내외 요청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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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생산한 '16년도 성과를
포함한 5년('12~'16년)간 연구개발 성과의 분석
KISTEP 소개

≐≐

시사점

주요 대외활동

연구개발 관련 35개
부·처·청·위원회
(범부처 포함)

 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수집, 검증 및 종합적인 분석과 성과지표 개선 등
국
제도개선 추진

추진 연구과제

≐≐

시사점

 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모두 상승세로 양적
논
성장과 더불어 질적 우수성 확보 노력 지속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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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 기초연구, 대학, 미래부·교육부, BT분야가 우위이며, 특허는 기초연구·
논
개발연구, 대학· 출연연, IT분야, 미래부·교육부가 우위
-- 기술료와 사업화는 개발연구, 중소기업, 산업부·중기청, IT분야 우위

≐≐

2016년 범부처 과학기술통계백서 발간
주요 연구실적

-- 특히 해외등록특허와 사업화 성과의 연평균 증가율이 20.7%와 18.0%로 두드러짐

연구책임자 엄익천  

SCI(E) 논문의 질적 분석 결과 피인용수, mrnIF, mR2nIF 값이 모두 전년대비 증가

≐≐

연구
목적

≐≐

-- mrnIF 기준으로는 기초연구, 대학, NT분야가 가장 높은 수준
≐≐

 후 성과분석이 정책추진 및 국가연구개발 효율화에 보다 기여하기 위하여 분석이슈
향
발굴 및 심층분석 추진에 지속적 노력 필요

≐≐

연구
내용

국
 내·외 유관기관 통계지표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민간부문 과학기술전략
결정에 필요한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통계 현황 파악

-- [국외] OECD의 MSTI, STI Scoreboard, STI Outlook, Factbook, STAN DB, WIPO
의 Statistic DB, 미국·유럽 특허청 DB, IMD, WEF의 국가경쟁력, 과학경쟁력,
기술경쟁력 지표 등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발간물

-- [국내] KISTEP이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외에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기술혁신조사 등에 대해서 조사체계, 조사구조, 조사표 주요
내용 등 파악

≐≐

주요 대외활동

-- 논문 1건 당 피인용수를 보면 연구개발단계에선 기초연구가, 6T 중에는 ST분야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냄

국
 내·외 과학기술 통계지표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와 기반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통계지표를 통합하고 시계열 자료와 함께 메타정보를 제공하는 과학기술통계백서의
지속적인 발간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 체계 검토와 구성

··과학기술통계를 과학기술투자와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성과, 과학기술혁신,
기타과학기술 5개 부문으로 나누되 기존 통계조사 변화와 통계자료 니즈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체계 재점검

KISTEP 소개

-- 국
 내·외 과학기술 관련 통계 현황을 참고로 하여 기존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
체계에 대한 재점검 및 체계 구성

··조사방법(범위, 표본추출방법) 및 산출기준(용어 정의상의 차이, 조사 시점) 등을
바탕으로 각 유관 통계조사에서의 의미해석상 유의점, 중복 및 유사지표 처리 방안
등 마련

최신 통계 자료 수집·구축과 과학기술통계백서 작성
-- 재구성한 과학기술 통계지표 체계에 따라 각 부문별 최신 통계자료와 시계열 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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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연구과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기존에 구축한 통계자료와
통합하여 시계열 자료 구축

≐≐

시사점

 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집약도
우
규모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16년 총 연구개발비의 절대규모는 전년대비 3조 4,462억 원(5.2%) 증가한 69조
4,05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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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조사대상년도)

≐≐

연구
목적

≐≐

주요 연구실적

··구축한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 과학기술통계백서」와 「주요 과학기술통계
100선」(연 2회) 작성·배포

연구책임자 이성용  

 국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 연구개발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한
제공

-- 2016년 총 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규모는 전년대비 0.026%p 감소한 4.24%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연혁 및 근거>
≐≐

우리나라 연구원 중 학사 비중은 증가, 석사·박사 비중은 감소 추세

※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 승인번호 제10501호 (1982. 7. 16)
- 1963년 「연구기관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매년 전년도 연구개발활동 실적을 조사하여 발표
- 1963년 :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에서 “연구기관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
- 1967년 : 과학기술처로 동 업무를 이관하며,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로 명칭 변경
- 1982년 :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로 승인
- 1995년 : OECD의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따른 조사 사항, 방법 채택 실시
- 1996년 : 과학기술처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서 실시
- 1999년 :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지정통계로 전환)
- 2008년 : 조사범위를 인문·사회과학분야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활동조사”로 명칭 변경

-- 2016년 우리나라 학사 학위 연구원 비중은 전년대비 0.5%p 감소한 43.4%로
2007년(37.9%)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2016년 우리나라 석사·박사학위 연구원 비중의 합은 전년대비 0.2%p 증가한
50.5%로 2007년(57.6%)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발간물

≐≐

주요 대외활동

 ECD에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제공하여 국가 신뢰도 제고 및 국가 간
O
비교자료로 활용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은 지속적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보임
-- 2016년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 발표 수는 전년대비 1166편(2.0%) 증가한 59,628
편으로 세계 12위 수준
-- 2012~2016년 우리나라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수는 5.59회로 세계
평균(5.54)보다 처음으로 높게 나타남

≐≐

연구
내용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법 개선
-- 작성자 편의성 제고 및 정책수요, 활용도를 고려한 조사표 개선
-- 응답자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사표 설계

’16년도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사 실시
-- 공공연구기관·대학·의료기관·기업체 등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등 연구개발현황 조사 실시*

KISTEP 소개

≐≐

··국제기준인 OECD 연구개발활동조사 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따라 조사
※ 우편에 의한 자계신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전화, 이메일, 웹조사 등 병행
*57,581개 기관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46,227개 기관이 응답(회수율 : 80.3%)

··GDP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0.02%p 증가한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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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69조 4,055억 원, 연구원 수는 361,292명(FTE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5.2%, 1.4% 증가

추진 연구과제

≐≐

조사결과의 분석, 보고 및 체계적인 DB 관리

56

2017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주요 연구실적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 NTIS 과학기술통계서비스 등을 통한 주요
결과의 온라인 시계열 서비스 제공

연구책임자 안지혜  

-- 최종 분석보고서* 작성 및 OECD에 주요 결과 통보
※ OECD는 각국의 R&D활동을 취합한 후, MSTI(Main S&T Indicators), R&D Statistics 등으로 발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 현황 분석
≐≐

≐≐

시사점

≐≐

 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수(COSTII*)를 통해 국가별
과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 비교·분석
* 과학기술혁신지수(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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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식통계로 OECD 등에 통보하여 R&D 통계의 국제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
있으며, 기관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
 가 연구개발비 증가는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주도했으며, 11~50위권 기업은
국
전년대비 감소

≐≐

연구
내용

주요 대외활동

≐≐

 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에 대한 신뢰성 있고 정책 활용도 높은 기초
우
통계자료로 제공

연구
목적

 학기술혁신의 전 과정을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등 5개 부문으로
과
구조화하여, 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2
 010년에 OECD 가입 회윈국(총 4개국,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을 신규
평가대상국으로 추가함
발간물

-- 평가는 5개 부문, 13개 항목, 31개 지표(정량 27개, 정성 4개)로 구성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평가지표>
자원

활동

- 인적자원(3)
- 조직(2)
- 지식자원(2)

- R&D투자(5)
- 창업활동(2)

네트워크
- 산·학·연 협력(2)
- 기업 간 협력(1)
- 국제 협력(2)

환경
- 지원제도(2)
- 물적 인프라(2)
- 문화(2)

성과
- 경제적 성과(3)
- 지식창출(3)

* ( )는 지표 수

2017년 평가결과 34개국 중 미국이 18.209점으로 부동의 1위
-- 스위스(2위), 이스라엘(3위), 네덜란드(6위), 스웨덴(8위) 등 강소형 국가들이
상위권에 다수 포진

≐≐

한국은 11.440점으로 OECD 34개국 중 7위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한국 COSTII 순위(/평가대상국) : ’06년 12위/30개국→’07년 12위/30개국→’08년 12위/30개국
→’09년 12위/30개국→’10년 11위/30개국→’11년 10위/30개국→’12년 9위/30개국→’13년 8
위/30개국→’14년 7위/30개국→’15년 5위/30개국→’16년 5위/3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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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연구과제

<2017년도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4.587

4.812

5.732

4.864

6

5.498

5.987

≐≐

5.953

6.385

6.114

6.433

8

6.637

8.426

OECD 평균 9.216
7.674

9.695

10

8.828

10.056

9.778

10.278

10.404

10.648

10.508

10.778

10.749

10.814

11.235

11.314

12.078

11.440

12

12.407

14

12.450

16

12.534

15.202

18

57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
주요 연구실적

20

OECD평균

COSTII

18,209

22

4.827

(점)

연구책임자 김윤종  

연구
목적

-- 과학화 정책 및 환경연구, 방법론 연구 등의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분석도구 개발 및
데이터 구축을 바탕으로 고급정보 생산 및 서비스 제공

4

그리스
폴란드
터키
슬로바키아
헝가리
멕시코
이탈리아
칠레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베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캐나다
룩셈부르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한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

-- 활동 부문(3위)은 전통적인 강점 영역이나, 환경부문(23위)은 상대적인 약점
영역으로 5대 부문 간 편중이 존재

연구
내용

··해외 주요국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프로그램의 최신 이슈 분석, 정책의 연속성
파악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이론 및 활용 연구 추진

점수
'15

'14

'16

'17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6

··유관 학회 중심의 연구 공모·지원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과학화 이론 및 연구 활성화

자원

1.635

8

1.753

6

1.773

8

1.842

6

1.943

활동

3.460

3

3.633

3

3.673

3

3.818

3

3.665

3

네트워크

1.640

15

1.504

11

1.676

11

1.508

13

1.322

14

환경

3.072

20

2.909

25

2.921

24

2.633

23

2.570

23

-- 과학기술 용어사전·온톨로지 및 과제분류 지능화

성과

1.820

10

1.787

11

1.848

9

1.876

10

1.939

9

··국가R&D과제 정보 분석을 통한 용어사전·온톨로지 구축

≐≐

지식정보 고급화 및 분석 체계 고도화 연구

-- KISTEP 과학기술정책 분류체계 연구

시사점

 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균형 잡힌 향상을 위해 강점영역은 발전시키고 약점영역에
국
대한 관심과 정책 필요

··K2Base 보유 정보별 고유 분류체계 분석, 유사 분류체계 사례 조사
··통합 분류체계 도출 및 K2Base 적용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세계 최고수준

-- 과학기술기본계획 프로세스 분석 및 서비스 연구

* 연구개발투자총액(4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액 비중(2위), 산업부가가치대비 기업연구개발투자
비중(2위),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1위)

** 연
 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33위),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28위),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17위) 등

-- 반면 지재권 보호, 과학 문화 등 정책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점 영역*
으로, 향후 관련 부문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 필요

≐≐

K2Base 데이터 관리 및 연계·확대 방안 연구
-- K2Base 지식정보 현황 및 수준 분석
··K2Base 데이터 자산파악과 보유 데이터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
-- K2Base 데이터 품질 점검 및 관리 방안 연구

*지식재산권 보호정도(29위),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29위),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2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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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업무 프로세스 분석, 의사결정 모델 연구 추진 및 연구결과
K2Base 적용

-- 특허성과는 최고 수준*인 반면, 생산성 측면의 성과 지표는 약점 영역**으로 향후
R&D 투자의 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
* 연구원 1인당 산·학·연 공동특허 수(2위), R&D 투자 대비 특허 수(4위) 등

KISTEP 소개

··머신러닝을 활용한 국가R&D과제 과학기술표준분류 자동분류 연구
≐≐

발간물

'13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연구
--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글로벌 동향 조사

<한국 부문별 평가결과>
부문

주요 대외활동

-- 그동안 축적·구축된 과학기술정책 통합 지원 서비스를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질적 고도화 추진

2
0

정책과학화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정책 생산성 향상

추진 연구과제

··데이터 표준관리, 구조관리, 흐름관리, DB관리 점검 및 중장기 개선사항 도출
-- K2Base 지식정보 연계맵 구축 연구

58

2017년 지역과학기술산업 Scoreboard
구축 및 발간

··연계확대 기존/신규정보 검토를 통한 새로운 지식정보 연계맵(To-Be) 작성
≐≐

주요 연구실적

··K2Base 지식정보 연계현황맵(As-Is) 작성

연구책임자 엄익천, 천세봉  

K2Base 서비스 개편 및 고도화
-- 과학화 사업 관련 연구 결과 반영
··검색어 추천 서비스 도입, 통합분류체계 도입, 관리기능 고도화, KISTEP 보고서
서비스 구축, 사업전주기 서비스 개편, 과학기술기본계획 업무지원 서비스 설계 등

≐≐

연구
목적
≐≐

··조사분석 데이터셋 다운로드 서비스 구축, 심층분석 기능 고도화, 시각화 정보 작성
도구 서비스 구축, 출연연 예산편성 지원 서비스 구축, 위원회 서비스 고도화 등

 역 과학기술혁신역량(R-COSTII) 평가의 복합지수 도출과 심층분석 등을 통한 지방
지
과학기술진흥정책의 수립에 기여

주요 대외활동

--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업무지원 서비스 구축

 역과학기술산업(R-STI) 스코어보드의 개선과 심층분석 등을 통한 지역
지
과학기술진흥정책의 목표 달성과 추진현황의 진단자료 제공

-- 서비스 활용성을 고려한 개편 및 현행화 추진
··사용도, 컨텐츠 성격·목적에 따른 메뉴체계 개편, 게시판 통합·개선, UI/UX 개선
추진
··과학기술정책정보 현행화, 통계정보 현행화, 국가R&D정보 및 사업전주기 연계·통합
추진

≐≐

연구
내용

 역과학기술산업(R-STI) 스코어보드를 활용해서 지방 R&D 활동과 변화방향을
지
분석하고 지역과학기술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역점을 두어야 할 방향성
제시(그림 참조)

<RSTI Scoreboard 주요 지표체계와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 KISTEP의 과학화 연구허브화 필요

시사점

··과학화 정책과 연구의 개방과 협력을 통한 연구 심화·활성화 필요

총괄진단

지역 불균형도 진단

정책진단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현황 진단

발간물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충화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의 심층분석 실시

정책목표
(3개 부문, 6개 지표)

··과학화 연구 확대를 위한 세부/위탁과제 확대 필요
-- 과학화 사업을 통한 각 연구와 K2Base 개발의 유기적 추진 필요

지방연구
개발
역량강화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정도
지방연구
지역 내 혁신 성과
개발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및 지원
인력양성 지역 내 연구인력 양성·유인·활용지원

-- K2Base의 질적 고도화 지속적 추진 필요

지방 과학기술 및 추진 거점
거점 활성화

··데이터 품질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뤄져야하며, 데이터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에 집중이 필요

지역내 혁신활동
(19개 지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역내 산업생태계
(11개 지표)

지역 내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인프라

··사용자 수요에 근거한 서비스 고도화 추구

인프라 구축

지역 네트워크 및 연구장비
지역 내 산업 특성화

지역내 생태계
(22개 지표)

지방 R&D 진흥을 위한 국가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구축, 지식정보의 확대·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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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보드 모형에서 이슈 발굴 및 논의

이슈진단
이슈1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진단

이슈2

연구개발비 1000대 기업으로 본 지역 특화 전략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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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K2Base 지능화 필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인공지능 방법론을 활용한 K2Base 지능화 필요

KISTEP 소개

··과학기술 의사결정 및 업무지원을 위해 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연구가 서비스를
통해 구현되며, 서비스는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추진 연구과제

≐≐

※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 지역이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과 개선을 통해 최종단계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

59

정부R&D 기획·관리 지원서비스 구축
주요 연구실적

 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 모형에 기초해서 투입 → 활동 → 성과에 이르는
국
전주기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R-COSTII)
모형의 세부지표 보완과 복합지수 산출

연구책임자 김윤종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개념>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

 -COSTII 모형에서 제시하는 주요 세부지표들을 활용하여 지역혁신체제론의
R
관점에서 지역의 혁신과정에 대한 효율성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

 간연구개발투자 지니계수와 연구개발인력 지니계수의 악화로 균형발전을 위한
민
지방R&D 투자전략의 수립·실행 필요

-- 정부R&D에 기반한 단순 정보수집·유통 중심 서비스에서 과학기술정보를 종합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의 변화
-- 과학기술 지식정보 공유·확산 및 정부 R&D 기획·관리 지원 강화

≐≐

연구
내용

··메뉴이동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이용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쉽게 선택·
활용하도록 개선
≐≐

··국가R&D사업 전주기(중장기 계획–사업기획-사업예산-사업집행-사업평가) 각
단계별 정보들을 연계·분석하여 제공

부
 처·지자체 의사소통 확대를 위한 협력 채널 구축과 지역거점 거버넌스 개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

-- R&D공고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지역수요 기반 R&D투자 확대에 산·학·연이 1∼2순위 부여

··국가R&D공고 정보를 수집·연계하여 이용자가 국가R&D사업 검색부터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구개발의 누적·지연효과 특성과 지역 간 혁신격차를 감안한 장기적인 지역
연
과학기술혁신역량과 지역혁신체제의 역동성을 파악해내는 데 집중해야 하며 시도별
당해연도 순위 집착은 지양해야 함

-- 유사과제
··기존 과제계획서 요약문 단위의 유사과제검색 서비스 고도화 방안 수립
-- 과제 및 성과입력(SIMS)
··국가R&D사업 조사·분석을 통해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과제 및 성과정보를 수집·관리

- 지역총생산 대비 국가연구개발비 비중은 지역혁신체제의 총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실증됨

≐≐

과학기술정책 지원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 정책·기술동향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과제 기획 등에 필요한 지식정보 연계·확충을 통해
다양한 정책·기술동향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
-- 과학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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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전략적인 역할분담과
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함*
*중
 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원천연구에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내 연구개발 관련 인력양성과 인프라 확충 등에 주력

KISTEP 소개

≐≐

국가R&D 전주기정보 구축
-- 중장기계획·예산·사업 서비스

연구개발인력 불균형도: 0.561(2008년) → 0.582(2016년)

≐≐

목적중심 NTIS 개편
-- NTIS 4.0 발전계획(’16~’18)에 따른 목적중심 서비스 개편 추진

※ 민간연구개발투자 불균형도: 0.683(2008년)→ 0.74(2016년)

≐≐

 처 및 기관별로 관리되는 국가R&D 관련 정보와 과학기술 지식정보를 공유·공동
부
활용하여 R&D사업의 기획·관리 지원 및 투자효율성 제고

발간물

≐≐

시사점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R-COSTII)
-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NIS)를 기반
-투
 입 → 활동 → 성과에 이르는 전주기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
-1
 6개 시·도의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진단

≐≐

연구
목적

주요 대외활동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
-국
 가 과학기술혁신역량 전 부문율 종합진단
할 수 있는 지표·모형개발
-강
 ·약점 파악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지역과학기술혁신체계(RIS)

··통계정보 통합개발 환경구축 및 통계일원화 서비스 기반 조성을 통한 지표 관리
체계의 효율화 및 고도화 달성

-- N TIS로 수집된 국가R&D 데이터 중 제공 가능 개방항목 R&D데이터셋을
요청자에게 제공하여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NTIS 국가연구개발정보 개방 확대 방안에 따라 NTIS에 수집된 표준항목 중 개방
가능한 항목을 제공
≐≐

국가R&D 종합조정 지원서비스 구축

≐≐

NTIS 서비스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국가R&D 종합조정 업무 지원 강화
-- 제도개선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실질적 업무
부담 완화 및 효율성 제고

주요 연구실적

-- R&D데이터신청

-- 국가R&D 사업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 제재정보조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등 제재조치 사실을
NTIS에 등록하고 관련 국가R&D 기관 등에 제재정보를 제공
주요 대외활동

-- 사업 및 기관 성과평가
··국가R&D 성과평가정보(사업평가/기관평가)를 전주기적으로 관리·공개함으로써
평가과정의 전반적인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
-- 예산요구서등록서비스
··국가R&D 예산사업정보 수집 및 사업 심의를 위한 수단으로써 사업정보와
예산요구서 자료 등록 및 관리
-- R&D제도문의

≐≐

시사점

발간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도 및 정부부처나 타 기관 규정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 제공

 학기술분야 정책 및 국가R&D사업의 기획·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정보 및
과
서비스 제공
KISTEP 소개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부터 국가R&D사업, 과제,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발굴 가능
-- 각 부처 R&D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비교 분석 및 연구 분야별 동향 등 사업기획 기초
자료로 분석·활용
≐≐

이용자 맞춤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R&D사업 접근성 제고
-- RESTful API 신규 개발·연계를 통해 공고정보 및 제재정보 적시 제공률 향상

≐≐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조
 사·분석 항목 데이터 품질 향상을 통해 재조사 및 검증 비용 감소 및 기간 단축 기여

 신 이슈에 대응하는 시의성 있는 정보 및 국가R&D 데이터 기반의 국가
최
과학기술정책 수립 실현 및 지식확산체계 강화
-- 정
 책·기술·산업동향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
과제 기획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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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OECD NESTI 활동현황분석

≐≐

시사점

 학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증거기반 의사결정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수집·
과
산출 자료에 대한 Digitalization 노력이 가속화 중
-- 프라스카티 매뉴얼 개정, 오슬로 매뉴얼 개정을 발판으로 향후 수집자료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연구
목적

-- OECD NESTI 작업반은 유럽통계청(EUROSTAT), EU, UN, UNESCO, World Bank
등 다른 국제협력기구와 공조체제를 강화 중

 ECD 산하 과학기술지표작업반*에 참여하여 해당 작업반의 세부 활동사항을
O
파악하고 이를 국내 과학기술 지표 개발에 반영

-- 유럽, 남미, 아프리카 단위에서 협력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공조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NESTI: National Experts on S&T Indicators

NESTI 과학기술 통계 관련 이슈 형성과정 및 상세과제에 대한 한국 참여와 활동 제고
≐≐

≐≐

연구
내용

과학기술지표 및 통계에 대한 국내 및 국외 커뮤니티 활동 확대 필요

주요 대외활동

≐≐

과학기술 통계 및 지표에 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음

주요 연구실적

60

연구책임자 김윤종

OECD NESTI 총회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통계 국제 동향 파악
-- NESTI 정기 총회 참석과 의제 상세 분석 수행
-- 분석 결과물의 국내 유관 기관 및 전문가 그룹으로 확산

국내 생성 통계 자료의 OECD 협조를 통해 국제 통계 산출에 기여

발간물

≐≐

-- OECD 기준에 따라 생성된 과학기술 통계지표 제출 : 국가연구개발투자조사 결과와
기술분야별 정부R&D투자조사 결과 등
-- 연구개발 범위와 측정에 대한 OECD 기준(Frascati 매뉴얼)의 국내 적용을 통해
체계적인 통계 작성과 자료 품질 제고
≐≐

NESTI 활동 모니터링 및 지표 개발 참여
KISTEP 소개

-- NESTI의 과학기술 통계 작성과 지표 개발 및 보완 동향 모니터링
-- 과학기술통계 지표 개발 관련 국내 의견 수렴과 OECD NESTI 참여국으로서의
의견 개진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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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기업의 R&D와 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연구

≐≐

연구
목적

<R&D 투자 세액공제의 항목별 추이 : 2010-2016>
(단위 : 억원)

 재 법상의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조세 지원 제도를 분류·정리하고 R&D 조세
현
지원의 기업 규모별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

-- 주요국의 제도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현 국내 제도의 효과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제시

≐≐

연구
내용

최근까지 개정을 거듭한 R&D 조세지원 제도의 실태를 정리·분석
-- 정부의 세출 및 조세지출 금액은 지속 증가하다가, 최근 규모면에서나 총 제정지출
규모 대비 조세지출 비중에서 감소세를 나타냄

··이는 주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의 축소에 기인(’14, ’16년 세재개편)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742.1

845

819

830

600

244

166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제10조)

18,571

28,158

20,945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특법제10조의2)

13

12

16

20

15

8

9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949

1,065

1,552

1,600

2,012

1,509

1,461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제12조)

12

4

9

2

9

14

2.06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제12조의2)

223

261

205

118

70

41

33.06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의 3,4)

-

-

-

-

-

23

5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특법제18조)

305

80

223

218

211

188

133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제121조의6)

492

623

445

14

9

0.14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관세법제90조)

303

278

200

208

213

204

170

합계

21,610.1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2010~2017년)>

26,509 29,036 31,860 30,999 30,389.14 22,924.12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단위 : 조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조세지출(A)

30.0

29.6

33.4

33.8

34.3

35.9

36.5

37.0

3.1%

-- OECD 주요 국가들의 R&D 조세 지원제도 도입이 증가하며(16개국(’00) → 30개국
(’17)), 지원 규모도 확대*

세출(B)

292.8

309.1

325.4

349.0

355.8

384.7

398.5

400.7

4.6%

*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중 조세지원의 비중 : 1/3(‘06) → 1/2(’15)

총 재정지출
(C=A+B)

322.8

338.7

358.8

382.8

390.1

420.6

422.9

437.7

4.4%

총 재정지출대비
조세지출 비중
(A/C)

9.3%

≐≐

8.7%

9.3%

8.8%

8.8%

8.5%

8.5%

-

-- 계량 분석* 결과 대기업에서는 조세지원과 기업의 R&D 투자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소·벤처기업의 R&D 투자와는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줌
* 36년(1981~2017) 간의 조세지원 제도의 변화를 B-index 산출값을 활용하고, 대기업/중소·
벤처기업으로 나누어 2SLS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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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조세 지원 금액은 2013년 3.1조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

8.4%

 업이 직면한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의 개념 중 조세지원 제도를 반영한
기
B-index의 산출을 통한 조세지원의 효과성 추정

KISTEP 소개

2010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152 + 153

23,341 25,567 28,850 27,860

발간물

··R&D 조세 감면률(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 (8.9%(’11) →
6.1%(’16)) 추세

2010

주요 대외활동

-- 연구개발의 성과활용을 위한 조세지원제도(Patent Box)의 분석과 정책시사점의
도출

조세지출내역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조특법제9조)

주요 연구실적

61

연구책임자 최대승

추진 연구과제

≐≐

 U, OECD 주요국 등의 R&D 조세 지원 제도와 IP·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E
지원제도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62

2017년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주요 연구실적

-- Patent Box 제도를 도입한 EU 주요국에서 양도특허 건수의 증가 및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종합혁신 지수의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연구책임자 정동덕

-- 국내 도입된 Patent Box의 목적과 효과는 유럽의 제도와는 상이한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본제도 도입국가와의 경쟁을 고려하여 제도의 확대 적용 등이 필요
≐≐

연구
목적
≐≐

 근 주요국에서 R&D 조세 지원, IP 등 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제도가 강화되는
최
추세임에 따라, 주요국 추이와 국내제도 보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주요국은 경쟁적으로 R&D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세지원은 아님을 고려할 때, 제도의 확대, 강화의 여지는 있음
-- 단, 대기업 R&D 조세지원의 단순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중심의
조세지원 확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연구
내용

 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2에,
국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 조사
--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9,522개 기관의 실태 파악을 위해 기관유형과
연구비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할당*
* 기관별, 연구비 규모별 최대 허용오차를 고르게 분포하기 위해, Neyman할당의 응용할당인 멱배분
(Power allocation, 멱배분이란 층별 표본수를 모집단의 크기와 표준편차의 p승(0 < p < 1)에 비례하도록
할당하는 방법) 수행

··개별 산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세지원 제도의 연구가 필요.
예) 건설업 분야의 R&D확대를 위한 조세

··표본 추출된 735개 기관을 조사하여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모수 추정(Parameter
Estimates)을 실시함

-- 국내 실정에 맞는 Patent Box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발굴 필요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중심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하였고, “공공기관 작성용(국공립(연), 출연(연), 대학, 기타)”과 “기업 작성용”
으로 구분하여 설문지 설계

··제도 확대에 대비하여, 특허적용 제품 매출에 대한 합리적 기준 및 검증체계 구축 등
장기 플랜이 필요

<공공연구기관, 기업 조사항목>
구분

소분류

조사항목

1. 조직

2. 전략기획

3. 창출/ 관리

4. 활용
5. 사후관리
및 지원

□연간 경영성과 계획서 성과관리 활용
반영 여부
□IP상담체계 및 운영
□특허 출원(전)사전평가 수행 여부
□IP자산 실사 및 활용
□기술의 사업성 제고 활동
□기술가치평가 수행 여부
□기술이전 사후관리, 지원 체계
□창업지원 체계

□성과관리 활용관련 예산
□성과관리 활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활용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 보상 방식
□창업 관련 규정
□연구과제 기획 환경 및 IP경영전문가
참여
□산학연 협력의 애로사항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패키징
활동
□보유특허 선별 평가 수행 여부
□연구 성과물 관리 현황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규정
□기술수요자 발굴 방법, 채널 및 만족도
□중소, 중견기업 지원 현황 및 유인제도
□공공 기술의 기술이전, 사업화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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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공공
부문
(대학,
연구소,
기타)

□연구인력 및 성과관리 활용 담당인력
교육 추진 현황
□연구인력 대상 성과관리 활용 교육
실시 건수
□성과관리 활용 외부협력 현황
□성과관리 활용 계획(전략) 수립 여부

KISTEP 소개

□성과관리 활용 업무 담당조직 형태
□성과관리 활용 담당 인력 현황

154 + 155

발간물

-- 한편, 재정압박을 고려할 때, 단순 지원확대 보다는 제도의 보완과 효율화 쪽에서
접근할 필요

··기존 R&D 조세지출 제도의 점검 및 연계를 통한 특허 창출 활동의 강화, 정부의
R&D 성과 이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등

주요 대외활동

시사점

 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국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연구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

추진 연구과제

□기술개발 방식 항목별 평균 비중

2. 기술도입 현황

□도입 기술 발굴 방법·채널
□기술도입 대상 현황
□공공기술도입 유형별 현황
□도입 기술 사업화(상용화) 현황
□사업화(상용화) 매출액

3. 애로사항

□공공 R&D 성과 활용 시 항목별
애로사항 정도

Ⅱ.기업

4. 기업수요
반영 여부

5. 국가 R&D
정보 활용도

구분

조사결과 및 시사점

1. 조직

-독
 립된 업무 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ㆍ인력ㆍ교육 등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필요
-적
 정 수준의 성과관리ㆍ활용 예산 확보 필요
-성
 과관리ㆍ활용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도 제고 필요

- IP상담체계 구축ㆍ고도화를 통해 발명의 권리화 지원 및 특허회피설계, 사업화가능성
제고 필요
-특
 허 출원(전) 사전평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우수 특허 창출 필요
-보
 유 특허의 선별평가 강화 등을 통해 전략적 자산관리 필요
-성
 과물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체계적 성과관리 필요

-국
 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술개발은 자체 개발이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2. 기술도입

-대
 부분 ‘해당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업체 및 위탁업체로 참여’를 통해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

Ⅱ.기업

4. 기업수요
반영 여부

5. 국가 R&D
정보 활용도

-- 연구성과 수집부터 활용까지 현장 중심의 진단을 통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 마련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활성화 및 전담기관 기능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협의회(이하 ‘전담기관 협의회’) 운영

≐≐

연구
내용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을 바탕으로, 「20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국과심 운영위 의결, ’17. 3. 14)
-- 「'17년도 실시계획 추진 실적 점검 및 ’18년 실시계획 수립 지침」작성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 및 「’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의 ’17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18년 추진계획, 애로 및 건의사항 등
(’17. 10월)
··부처 자체점검 결과 및 계획을 분석·시사점 발굴(’17. 12월)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개선방안 이행
--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공
 공 R&D 성과 활용 시 기술료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술의 추가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자금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에 따른 부담 등에
어려움을 겪음

··연구과제의 계획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성과발생 여부와 실적 및 등록·기탁 번호를
명시하도록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서식 개정

-공
 공연구기관의 과제기획 시 기업 수요가 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0.3%로
나타남
-공
 공 R&D 기획 시 기업수요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들은 공공연구기관의
소형과제 기피 현상(42.5%)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음

··사업평가(중간·종료·추적) 지침 및 과제평가 표준지침 등 개정

-국
 가R&D정보 중 기업은 과제관리(46.4%), 기술정보(29.9%), 국가R&D 성과정보
(27.6%) 순으로 활용

··연구성과 정보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정보 관리 대상이 명확화 되도록
연구성과의 비공개 기준 정비
※공동관리규정 제25조 제1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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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로사항

 가 R&D 사업성과 수집·검증·분류·가공 등을 통해 산·학·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국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공유

KISTEP 소개

1. 기술개발
방식
현황

≐≐

-기
 술의 시장지향성 등 사업성 제고 필요
-기
 술수요자 발굴을 위한 수요기업 정보 공유, 부처 간 연계 등 기술거래정보망 고도화
필요
-기
 술이전 사후관리·지원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 필요

 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적을 점검하고, 차년도
국
실시계획을 수립
* 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5년마다의 연구성과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
 관의 비전과 관련된 주요 전략수준에서 성과관리ㆍ활용 전략 수립 필요
-연
 구기획 환경 구축 및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우수하고 시장지향성이 높은
연구성과 창출 필요

및 지원

5. 사후관리

≐≐

연구
목적

발간물

3. 창출/ 관리

4. 활용

156 + 157

□항목별 국가 R&D 정보 활용도

소분류

2. 전략기획
Ⅰ.공공부문
(대학,
연구소,
기타)

□국가 R&D 정보 활용 경험 유무

□기업 수요 반영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6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주요 대외활동

시사점

□기업 수요 반영 정도에 대한 인식

□사업화(상용화) 실패 사유
□활용중단된 기술 처리방식에 따른 건수
□기술도입 이후 후속지원
□자금조달

주요 연구실적

1. 기술개발 방식

연구책임자 조현정

추진 연구과제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효율화

64

2017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연구

주요 연구실적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현안 파악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전담기관 협의회 운영(연 2
회 / 5월, 10월) 및 실무자 회의 개최(11월)

연구책임자 김남희

··등
 록·인증체계 구축, 조사·분석 항목의 수집체계, 국가연구개발표준 정보 개정(안),
홍보책자 구성(안), 교육 추진계획(안) 논의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자, 성과관리담당자 대상 교육 개최 (6월)
※KIRD 주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매뉴얼 및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

연구
목적

≐≐

시사점

 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ㆍ활용 촉진 고도화를 국가연구개발전주기에 걸쳐
국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 시장에서 요구하는 우수특허 창출 및 대형 기술확산 성과는 미흡
-- 특허관리역량 수준 및 성과활용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부족
-- 이용자 맞춤형 정보가 부족하여 시장에서의 활용도는 낮음
-- 기술거래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정착 필요

 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체계 개편과 분석 기능 강화
연
필요
-- 등록(정보)·기탁(실물) 성과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연구성과 수집·활용 체계
활성화 방안 마련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 전담기관 간 정보 공유 또는 기능
통합 검토 필요

≐≐

연구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선정 추진
--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만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성과발굴의 다각화, 성과 및 추천기준 완화, 추천양식 간소화, 선정평가의 전문성
강화, 소규모 과제 고려, 공개 검증 실시, 인증 취소 절차 마련 등
-- 제도개선, 우수성과 선정 과정, 시기, 평가 방법 등을 확정한 「’17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추진 계획」 마련
--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한 부·처·청(20개)에서 추천한 ’16년도 우수성과 사례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범부처 우수성과 선정(100건)
-- 대학·출연(연) TLO 중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발굴 및 선정(10건)
-- 분야별 우수성과 100선과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 10선 중 최우수성과
선정(14건)
KISTEP 소개

-- 연구성과-과제정보 연계를 통해 성과물 도출 과제의 정량적 특성을 분석하여
체계적 관리방안 모색 필요

<우수성과 선정 현황(2006~2017)>
우수성과 100선
연도

기계·
소재

생명· 에너지· 정보·
해양
환경
전자

융합
기술

순수
기초·
인프라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우수기관

합계

소계

후속
연구
우수자

110

18

23

19

18

11

11

100

-

10

19

22

19

20

9

11

100

-

10

110

2015

18

24

21

20

8

9

100

4

6

110

2014

15

22

23

20

-

9

89

4

6

99

2013

15

29

24

19

-

13

100

3

2

105

2012

11

20

14

13

-

8

66

4

8

78

67

600

-

-

600

128

1,155

15

42

1,212

2006
~2011

125

174

91

143

-

합계

221

314

211

253

28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2017
2016

※ 융합기술 분과는 ’15년부터 신설

158 + 159

발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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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외활동

≐≐

 가연구개발 우수 연구성과 발굴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
국
R&D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추진 연구과제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홍보 및 확산

65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 및
’16년도 시행계획 점검·진단 연구

-- 우수성과 100선 및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서 및 현판 제작·
배부
-- 분야별 최우수성과 사례의 대국민 및 청소년 홍보를 위한 기획인터뷰 책자 발간·
배부
-- 최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자에 대한 정부포상 및 표창 후보 추천
··2017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포상 대상 자동 추천

≐≐

연구
목적

주요 연구실적

-- 201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 및 NTIS를 통한 우수사례 열람 서비스
제공

연구책임자 홍동희

제1차 기본계획 점검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
전략 추진의 효율성·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
* 추진 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 우수성과 100선 주요내용 및 최우수성과 6선에 대한 대국민 홍보
··영상물 제작을 통한 유관기관 전광판 홍보
··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 대덕특구, 기계연, 중앙우체국
≐≐

주요 대외활동

··심의를 통해 훈장 1, 대통령 1, 국무총리 1, 장관표창 8 수상

2016년도 시행계획 평가
-- 지식재산 국정과제 및 ’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8대 중점추진 과제와 관련된
18개 중앙부처 및 17개 지자체의 과제 평가

≐≐

··정책분야별, 기관별 평가대상과제에 관해 정책형성-집행-성과단계별 실적을 평가
(우수/보통/개선필요과제 등급 도출)

-- (기관 대상) 우수 연구성과를 추천하는 R&D 전문기관, 연구회, 출연연, 대학 등이
우수성과를 보다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 마련 필요

··평가대상과제별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성과 요약과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의견 등을 포함한 향후과제 제시

-- (연구자 대상) 우수성과로 포상 받은 연구자의 과제 선정 시 동일한 기준으로 가점
부여 등 통합기준 마련 필요

··차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위한 2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의 효과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개선 사항 도출

발간물

시사점

우수성과자 및 관련기관 대상 인센티브 부여 및 적극적 참여 동기 확대

··우수성과 100선을 성과평가 유공 정부포상 대상에 별도 추천제도 유지 필요

우수성과 선정 절차 개선 등 선정과정의 전문성 제고 필요
-- 접수된 모든 후보를 동시에 심의하는 현 평가절차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택과
집중평가 검토 필요
-- 성과검증 대상 및 단계를 현실화를 통해 집중심의 유도 필요
-- 접수된 성과분야 분석 후 세부전문가 구성을 통한 선정위원회 운영 필요

≐≐

연구
내용

제1차 기본계획 점검
-- (1차 기본계획 기간 추진성과 도출) 1차 기본계획 수행 기간 동안의 지식재산 정책
관련 변화 이력, 대내외 정책 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표 성과 요약
··(부처/지자체 기본계획 실적 분석·정리) 5대 분야 20대 전략목표별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추진성과, 기대효과를 토대로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리

-- (우수관리과제 선정) 5대 분야 20대 전략목표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우수 관리과제
40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 내용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정리
··(우수관리과제 선정) 제1차 기본계획 상의 전략목표별 관리과제에 대한 추진내용의
우수성, 정책효과의 우수성을 경제ㆍ사회ㆍ인프라ㆍ정책적 측면에서 판단
··(정책평가단 구성·운영) 제1차 기본계획의 관리과제별 계획과 부처의 관리과제별
실적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평가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분야별 주요 성과 요약)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정책환경변화의 흐름을
감안하여 정책 목표의 달성효과를 8대 정책분야별 주요 성과로 요약 제시

160 + 161

KISTEP 소개

≐≐

추진 연구과제

≐≐

2016년도 시행계획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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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설정 연구

주요 연구실적

-- (평가결과 도출 및 결과보고) 평가대상 정책분야별·기관별·과제별 점검대상 과제의
평가결과(우수-보통-개선필요과제) 도출

연구책임자 최대승

··(대상과제별 평가) 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성과적 측면에서 부처/지자체별 소관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
* 중앙행정기관 21개, 광역지자체 17개 과제 대상 평가등급 도출

··(정책평가단 구성·운영) 지재위 전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6개 분과 운영을
통해 서면평가·등급확정 등 평가자문 요청
··(평가결과 분석·정리) 평가대상 과제별 주요 성과 부분을 요약정리하고, 평가결과
개선권고 의견을 향후과제로 정리

≐≐

연구
목적

*지
 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심의·조정하도록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로 규정

--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고부가가치 창출→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에
필요한 원활한 재원확보 지원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평가단, 외부 전문가 등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식 및 절차 개선에 관한 자문
··(개선방안 마련) 그 간의 문제점 진단 결과를 토대로 향후 2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선사항 도출

≐≐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상 각 부처의 관리과제를 정부예산 편성 기준인 세부사업
단위로 매칭하고 분야별 분석

-- (제2차 기본계획 수립자료)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별 성과진단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약식점검을 통한 기 활용)
-- (제2차 기본계획 집행자료) 제1차 기본계획의 대표성과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2차
기본계획 집행의 실효성 제고

-- (시행계획 실행력 제고) 정책방향별 우수 관리과제 선정제도를 통한 시행계획
추진의 부처 간 협력촉진 실행력 제고
≐≐

2016년도 시행계획 평가
-- (정책환류) 평가결과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정책수립·집행에 반영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마련
-- (추진전략) 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성과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국내외
정책동향 등을 종합하여 투자강화 필요 부분 도출
··(해외동향) 주요 국가의 최근 지식재산 정책 동향 및 환경변화에 대한 조사·분석
··(국내동향) 국내 지식재산 주요 부처별 지식재산 시행계획을 기초로 세부사업
단위까지 추진현황 및 계획 분석
··(성과점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식재산 과제 및 관련세부사업 결과들을 취합
정리하여, 재원배분 방향 수립 시 활용
··(전문위원회) 지재위 전문위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의 투자방향 의견을 수렴하여
재원배분 방향 설정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및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등에도 평가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확보

≐≐

-- 우수사례는 관계기관에 공유·확산하여 상호 학습 및 벤치마킹 등 정책성과 제고의
기회로 활용
-- 개선 필요 사례는 향후 2차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평가 시 유사과제에 대한
평가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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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자료)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별 시행계획 수립 시 우수
관리과제의 추진실적을 활용하여 시행계획 내용의 충실성 제고

정부 지식재산 예산사업 범위 설정 및 분석
발간물

시사점

제1차 기본계획 점검

연구
내용

주요 대외활동

--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수립·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의 목표 달성에 기여

-- (평가제도 개선) 지재위 전문위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차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

≐≐

 가 지식재산 투자를 위한 중점투자방향 및 재원배분방향 수립을 통해
국
국가지식재산전략을 뒷받침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KISTEP 2017 연차보고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추진전략>

≐≐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 수립

시사점
정책동향
(주요국, 환경변화)

전문가위원회 자문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 (방향설정) 4차 산업혁명의 전면대두에 따른 핵심 지식재산의 선제적 확보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집중 투자

1. 고
 품질 IP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③ 중소·중견기업의 IP 역량 강화
④ IP 보호 체계 강화 및 공정 거래문화 조성

3. 글
 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⑤ 글로벌 진출기업의 현지 IP 활동 지원 강화

4. 디
 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⑥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이용 체계 활성화
⑦ 양질의 콘텐츠 창출·활용 지원 강화

··예산당국이 지식재산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세부사업을 ‘지식재산 관련사업’으로
분류 인식하도록 유도
-- 지재위의 유관 추진 계획과의 수립-집행의 연계가 필요
··전년도 시행계획 실적보고서 및 당해연도 시행계획 보고서가 재원배분의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안건작성부터 부서 간 정보공유 필요
··재원배분 방향의 직접적 대상이 시행계획 과제인 점, 시행계획과 재원배분은
투자계획이 일치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안건 연계강화
-- 향후 재원배분방향 수립 시 2018년 시행계획 분석 등을 통해 재원배분 방향의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차년도 재원배분 방향 설정
··재원배분 방향은 실제적인 예산 배분 조정 권한이 없어 안건 내용을 실제
사업부처의 지식재산 과제에 강제하기 어려움
··차년도 예산 요구 시,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을 활용하도록 협력 요청
* 장기적으로,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를 준비하는 3월 이전에 안건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지식재산 과제가 포함된 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사업 예산 요구 시
재원배분 방향이 반영되도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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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
 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⑧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IP·SW 보호 체계 정비
⑨ 고품질 심사 실현 및 전문인력 양성 강화
⑩ 고유생물·유전자원 발굴 확보 및 활용기반 구축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5.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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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P-R&D 전략 확대 및 표준특허 전략 강화
②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IP금융 활성화

··지재위-사업부처-예산당국 간 투자방향 및 사업정보, 예산심의 일정 등 공유

발간물

<5대 전략별 재원배분방향>

-- 지식재산 과제 예산이 정부예산 편성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재위사업부처-예산당국 간 협조 체계 강화 필요

주요 대외활동

지식재산 투자계획/현황
(중기재정계획, 시행계획)

주요 연구실적

-- 관계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사업
투자현황 및 성과 분석 등의 기초조사 연구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 방향 수립

지식재산사업
평가자료 분석

「2019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KISTEP 2017 연차보고서

추진 연구과제

미래 지식재산 이슈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차세대 지식재산 포럼(가칭)을 통해 IP 관련 이슈를 비전문가와도 공유 및 논의의
외연 확장
-- (대응전략 수립) 특위 논의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이슈별로 과학기술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을 마련
* R&D 지원방향, 법제도 개선 방향, IP 주요국과의 협력 방향 등

··필요 시 전담 검토위원을 중심으로 이슈별 전문가 워크숍 등 개최 지원
≐≐

연구
목적

제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대두되는 미래 IP 이슈를 분석

··논의 결과를 좌담회,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IP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 기존 IP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IP에 대한 보호체계 개선 등 제도
정비 방향 제시하고 분석한 IP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논의 결과를 종합한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보고서』 발간 지원

-- 초연결(5G 구현 등), 초지능(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 분야에 새로운 과제 상황이 대두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에서 대량으로 정보를 생성·수집할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공지능
(AI)의 창작물에 지식재산권 적격성을 부여할 것인지 등의 문제 발생

-- 이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예측하고 대응방향 등을 논의

(후보 이슈 pool 조사·발굴) IP 선진국이 주목하는 IP 이슈, 국내외 관련 문헌, 산학연
IP 전문가 의견 등을 기초로 이슈 조사 및 발굴
--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및 WIPO, 특허관련 협회 등에서 제기되는 미래 이슈
추가 조사 등 추진

··(AI)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검토하고, 인간
저작물과의 차별화된 보호 방안 논의
··(빅데이터) 저작권이 있는 빅데이터의 복제·전송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저작권이
없는 빅데이터의 보호기준 구체화 등 분석
··(AR/VR) 현실 세계의 디자인이 가상세계에서 구현될 경우 디자인권 보호 문제와
디자인 부문의 IP 강화 방안 모색

-- 지재위 (전문)위원, 차세대 지식재산 특위위원 등으로부터 후보 이슈에 대한 의견 접수
⇨ 이를 종합하여 총 30개 내외의 후보 이슈 발굴을 목표로 추진

-- 지식재산 인프라/환경 부문에서는 법률체계, 인력양성, 중국 대응 문제 논의
··(법률체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의 순환적 구조를 분석하여 산업적·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이슈 발굴

·선진국 관심 이슈
·문헌조사
·지재위 (전문)위원,
특위 위원 의견

분석대상
이슈선정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특위 논의·분석

이슈분석

·특위 내 이슈별
전담위원 분석
·전문위 논의 및
포럼결과 반영

이슈별 대응
전략 수립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이슈분석) 이슈 논의를 위해 이슈의 의미, 해외동향, 논의가 필요한 논점 등을 정리

··(중국 대응) 중국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한 특허기술 확보 및 중국 특허·상표와
관련한 아카이브 구축 등
-- 지식재산 전주기 부분에서는 BM특허, 표준특허, 핵심IP 문제 논의
··(BM특허) 관련 산업의 혁신과 진흥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우리나라의 엄격한
특허 요건 완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 필요
··(표준특허) 신산업 분야에서의 표준 확보 경쟁 격화로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핵심 IP 창출·활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관련된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권리화
추진을 위해 표준특허 발굴, BM 아이디어 창출,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필요
KISTEP 2017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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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논의 및
전문가 토론회
·의견수렴
(좌담회, 발표회)
·미래 IP 이슈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 발간

··(인력양성) 초연결·초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융합·공유의 시대에 이종기술 간의
융합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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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이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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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핵심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AR/VR, 바이오
이슈 분석

··(Bio) 정밀의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약물 투여방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 기준
구체화 방안 논의

<분석 프로세스>

≐≐

 래 지식재산 이슈분석 및 대응방향을 3개 분야 10개 이슈로 구분하여 쟁점 또는
미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제시함

발간물

≐≐

연구
내용

≐≐

시사점

주요 대외활동

* 제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중요하게 대두될 IP 창출·보호·활용 관련 이슈

주요 연구실적

67

연구책임자 조현정

추진 연구과제

연구자를 위한 지식재산 가이드라인 연구

≐≐

 연(연)·대학 등 연구자들의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쉽게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출
지식재산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연구자[출연(연), 대학, 기업부설(연)의 연구자(학생포함)]의 관점에서 연구기획수행-보호-활용 등 각 단계별 IP 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지침서 제공

≐≐

연구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분야의 핵심 화두는 활용도가 높고 분쟁가능성이
제
낮은 강한 지식재산(IP)의 창출

-- 지식재산 교육 및 교재 활용을 통한 현장 연구자의 IP 인식 제고

시사점

-- R&D 전 과정에서의 IP 전략 강화
-- 국가 R&D IP 창출ㆍ보호ㆍ활용역량 강화
주요 대외활동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신기술에 대해 주요 선진국(구글ㆍ애플 등)과
지식재산권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

주요 연구실적

68

연구책임자 홍동희

-- 이러한 시점에서 연구자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R&D를 통한 특허
확보 및 활용을 위해 ‘연구자를 위한 지식재산 가이드라인’발간 필요
* 추진 근거: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17~’21) 5대 핵심전략 중 세부과제1- - ①
핵심전략 1.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세부과제 1- .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추진과제 1-  - ①. R&D(응용·개발) 과제수행 전 과정에 IP 전략적용 확대

발간물

≐≐

연구
내용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은 양적으로 세계 5위이나 질적 측면에서 취약
-- 최근 특허 출원 수는 5년 연속 세계 4위이나, 우수특허 비중은 13%(16년)에
불과하여 특허의 질은 선진국(미국연방 R&D 우수특허 비중:22.5%)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
* 국내 특허출원: (’11년) 178,924건 → (’15년) 213,694건

-- 연구기관 등이 ‘IP-R&D 가이드라인’ 참고를 통해 R&D 단계별 IP 전략을 적용하고,
원천·핵심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우수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견인 필요
KISTEP 소개

-- 정부 R&D 사업에 IP 전략을 적용하기 시작(12년)하면서 특허의 활용률이 높아지기
시작한 점을 고려, ‘IP-R&D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활용률 확대에 기여
≐≐

 한 IP 창출을 위해서는 ‘R&D 현장’에서 ‘R&D 전 과정’에 걸쳐 연구기획-수행강
보호-활용 단계별로 체계적인 IP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관건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기획) IP 확보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 타겟 발굴 → (수행) 특허출원, 원천·표준
특허군 발굴 및 확보를 위한 IP 포트폴리오 수립, 최적 권리화 설계 수립 등 → (보호)
영업비밀·노하우 보호, 권리 침해대응 방안 마련 등 → (활용) 후속연구를 통한 IP
수정·보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시행
-- 이러한 R&D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궁금증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결하고, 체계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인쇄ㆍ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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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2017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

연구
목적

≐≐

효율적인 R&D예산 편성 및 배분을 위한 심층연구
--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최적 R&D 투자규모 추정
··최 적 R&D투자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최적모형을 탐색하고 패널분석 및
시계열분석을 통해 최적투자규모 추정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R&D 투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R&D 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

전략적 정부 R&D 예산 편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모색

-- 사회문제해결형 R&D 개선방안 연구

-- 한정된 R&D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예산배분 방향 제시

··R&D 예산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책 이해도 제고 및 협력 강화
≐≐

시사점
연구
내용

해외 주요국 R&D예산 및 투자동향, 주요정책 등 조사·분석
-- 미국, 중국, 독일 최근 R&D 예산 및 정책동향

효율적인 R&D예산 편성·배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및 근거자료 확보가 중요
--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이슈 분석 및 정책연구 필요
-- 주요국 투자방향, 정책 및 기술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 필요
-- 대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확장 필요
발간물

··2018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외 주요국의 R&D예산 투자방향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제시

주요 대외활동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으로 추진된 과제들의 성격(연구적용분야, 연구단계,
연구주체, 6T, 시민참여도)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 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 도출

··R&D 예산정책 방향을 시의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부 R&D 예산편성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판단근거 제시

≐≐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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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흥권

··국가별 주요과학기술정책, 중점육성산업 및 기술분야 정책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R&D 정책수립 시 고려사항 제시
-- 한·미 예산결정 프로세스 비교
··한국과 미국의 R&D예산결정 거버넌스 및 프로세스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R&D예산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
-- 미국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조사·분석

KISTEP 소개

··미국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R&D지원 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일본 기초과학 경쟁력 제고방안 점검
··일본의 기초과학 경쟁력 저하문제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육성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 도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로봇)의
4
시장현황, 기술 트렌드, R&D투자 및 정책동향 조사
-- 국내외 시장현황 조사, 최신기술 조사, 국가별 논문·특허 및 기술수준 비교, 정부 및
민간 R&D투자현황 분석, 정책동향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 R&D예산·배분에
근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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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분석결과) 규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재무·비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침.
··규제로 인해 기업의 R&D 투자 감소, 제품·공정혁신 저해 발생
··규제는 중소기업의 재무·비재무 성과에 상반된 영향을 미침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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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안승구  

··중소기업의 규제-성과 사이에 기술혁신의 매개효과 확인됨
≐≐
≐≐

연구
목적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이슈 도출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관련 규제이슈 및 해결점을 도출하기 위해 공공기관(8개),
중소기업(8개)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진행

-- 규제정책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반유형화된 문항에 대한 질의 방식으로 진행

-- 중소기업 규제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 사례 및 규제 환경 분석

··인터뷰 결과, 9개 규제이슈 유형에 대해 총 15개의 규제이슈 도출

--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중소기업,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결해야할 규제이슈 도출

≐≐

연구
내용

규제정책에 대한 문헌고찰

≐≐

규제이슈 도출결과(15개)
규제이슈 유형

규제이슈

연구소 설립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자격요건, 연구 공간 규제 완화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제·개정 기간 조정

기술표준
③ 신기술 제품 설비 관련 기술표준 마련

-- 기술혁신 관련 규제의 정의 및 유형

④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을 없애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 정립이 필요
개인정보보호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규제정책 분석

⑥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의 규제정책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시사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활성화, 규제차등화, 창업환경 조성, 중소기업
참여 중심의 규제개혁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실태 조사 분석

⑦ 기존 공장 부지의 자연녹지지역 편입시 공장허가 불허 완화
입지
⑧ ICT중소벤처기업과 지식서비스 업종에 대한 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확대
창업 및 기술금융

⑩ 유전자 검사(DTC) 서비스 항목 규제 완화
제조·품목 허가
⑪ 모바일 의료용 앱의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의 완화 적용

-- 중소기업 규제현황 및 애로 파악을 목적으로 설문조사 실시
··규제 경험, 강도, 부담 정도, 정책평가, 집행결과 평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응답 회수

⑨ 특허 기술가치 평가의 체감도 강화

인증·시험·검사

⑫ 경미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NEP와 의료기기 허가 동시 취득 인정

기술기준·규정

⑬ 건축물, 설비 관련 기술기준 규제 조정 개선

KISTEP 소개

≐≐

⑤ 민간 기관과 정부·공공 기관간의 개인정보의 연계

발간물

-- 규제, 기술혁신, 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

주요 대외활동

 제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질의 규제
규
도입 및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⑭ R&D제품의 공공구매 연계 관련 규제개선
≐≐

규제정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의 관계 실증분석

공공구매
⑮ 공공구매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 개선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분석개요) 기술혁신 관련 규제를 기술혁신 단계별로 유형화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매개로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가설1) 규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규제는 중소기업의 재무·비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기술혁신은 중소기업의 재무·비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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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시사점

 헌연구, 국내외 규제정책 현황조사, 실태조사 및 실증분석, 규제이슈 도출 등을
문
모두 종합하여 정책제언 제시

71

사물인터넷 분야 정부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주요 연구실적

-- 신기술 및 신산업을 선도하는 규제 개혁

연구책임자 배용국

··규제 샌드박스 제도, 기업실증 특례제도 등의 도입 검토
-- 기존 규제관련 제도 정비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담보, 규제차등화 등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적 조치
필요
-- 중소기업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시장 단위의 통합적 규제 검토, 완화 등 패키지형 규제해결 체계 구축

≐≐

연구
목적

 용분야가 다양한 파괴적 기술인 사물인터넷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
활
정부R&D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
-- 사물인터넷의 범의와 정의를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체계를 제시
-- 국내외 정부 정책·투자·기술·사업 동향을 분석

-- 기술혁신 단계별 규제정책의 추진 효과성 제고

--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하여 다각적 분석을 통해 정부R&D투자 우선순위와 예산 편성
방향을 제안

··(기술개발) 연구소 설립, 기술표준,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개혁 필요

주요 대외활동

··규제개혁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제도적 환경 조성

··(제품생산) 창업 및 기술금용, 제조·품목허가 등 규제개혁 필요
··(판매 및 마케팅) 신기술 인증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사물인터넷 기술분류(안) 제시
-- 사물인터넷의 정의와 기술분류에 대한 국내외 연구·문헌을 검토하고 사물인터넷
기술분류(안) 제시

≐≐

발간물

연구
내용

국내외 정책·투자·기술·사업 동향 분석
-- 한국, 미국, EU(영국, 독일),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조사·분석

A기반기술

(건수)
2,000

B응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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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관련 특허 전체 출원 건 수 (한국·미국·EU·중국·일본)>

≐≐

기술분야별 잠재위험 및 기대수익 분석

≐≐

-- 산-학-연 등 주체, 기술성, 시장성 등에 따른 분석 결과를 Risk-Return Chart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도식화하며 기술분야별 특성과 주체별 관점의 차이를 분석

-- 정부 R&D예산의 기획·편성·집행 과정에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분야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새로이 시장이 창출되는 신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자
하나의 예시로 기능

주요 연구실적

-- NEPSA(NExt Project Selection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중분류 기술의 잠재수익
및 위험성을 정부정책 부합성, 기술성, 시장성, 자원투입 필요성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사물인터넷 기술의 Risk-Return Chart>
Return

차량/교통/인프라

기반기술
응용기술

7.30

주요 대외활동

보안 및 인증
헬스케어/의료
6.80
센서

재난재해 및 환경
모니터링/감시

스마트홈/빌딩

스마트공장/산업설비

6.30
디바이스 레벨 소프트웨어

스마트농업/임업/수산업

서비스

무선자원할당

전송 엑세스, 경로,
게이트웨이제어

5.80
네트워크 데이터 관리

디바이스 및 플랫폼 관리

통신 프로토콜 및 전송 제어절차

5.30
5.10

5.20

5.30

5.40

5.50

5.60

5.70

Risk
5.80

발간물

≐≐

정부-민간 역할 및 향후 정부R&D예산 편성 방향 도출
--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기술분야
간 중요성과 중분류 기술분야별 정부-민간 투자 역할에 대해 조사·분석
--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리기관으로 주체를 구분하여 각각의 주체에서 바라본
중분류 기술별 중요도와 정부역할 강화에 대한 결과 분석 수행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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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여겨지며, 벤처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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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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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분류별 투자우선순위에 기반하여 정부R&D 예산편성 방향을 확대/유지/축소로
구분하여 제시

 반기술의 확장과 더불어 응용기술에 대한 특허가 활발히 출원되고 있으며, 특히
기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 출원이 미국, 유럽 등을 추월하고 있음
 난재해 및 환경 모니터링/감시와 차량·교통 인프라 관련 사물인터넷 기술 등
재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정부 역할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
KISTEP 2017 연차보고서

추진 연구과제

연구현장 중심 기초연구지원 전략에 관한
연구

≐≐

시사점

≐≐

≐≐
≐≐

연구
목적

 부 R&D 증가율 둔화 추세와 기초연구 예산의 총량 제한 하에 혁신성장의 핵심
정
동력으로서 기초연구 분야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방안 도출

 문분야별 특성(글로벌 경쟁력, 적정 연구비 규모, 재정지원 방식과 생산성과의 관계
학
등)을 반영한 기초연구지원체계 확보 중요
 야별 인력 및 연구수요 조사·분석, 적정 선정률·수혜율 관리 등을 통해 연구자의
분
예측가능성 제고, 정책 수단의 효율성 강화 필요
연구 안전망 구축 등 기초연구지원의 다양성·형평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노력 필요

주요 대외활동

--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정책 체감도 저하 등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및 기초연구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 제시
-- 특히, 새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R&D 투자
전략 및 바람직한 기초연구 지원 방안 도출
* 신정부 공약사항인 ① 순수기초연구사업 예산 2배 확대(도전적·창의적인 기초분야 개인연구자 지원
확대), ②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연구비 비율 2배 이상 확대 등

≐≐

연구
내용

그간의 우리나라 기초연구 투자 현황 및 주요 성과 진단
발간물

-- 우리나라 기초연구지원 정책 현황(지원체계, 투자 현황, 투자 대비 성과 등), 주요
쟁점 및 정책 이슈(현장 체감도 저하, 질적 성과 저조, 투자효율성 및 전략성 부족 등)
조사·분석
≐≐

주요 연구실적

72

연구책임자 권명화  

기초연구지원 전략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분석
-- 기초연구 수준 및 성과에 대한 인식
*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글로벌 수준 및 투자 대비 성과 인식, 연구현장의 의견 반영 정도, 기초연구
성과향상을 저해하는 요인, 기초연구 수준 제고 방안 등
KISTEP 소개

-- 연구비 규모 및 배분 관련 인식
* 기초연구 예산 규모, 기초연구지원 정책방향(수월성·보편성 등) 중요도(AHP), 재원배분의 형평성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사업 간 예산배분·조정 필요성, 지원방식(Top-down/Bottom-up)에 대한 예산 조정
필요성 등

--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가치 및 정책 방향성
* 전략적 추진과제의 중요성 및 시급성, 추진 주체별 역할 정립, 향후 주요 우려사항 및 발전 방안 등

기초연구지원 전략 강화 방안 도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예산 지원 체계 확보
* 학문분야별 글로벌 수준 및 現 연구 역량, 적정 연구비 규모, 효율적 재정지원방식(수월성/보편성, Topdown/Bottom-up)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연계 지원 강화

-- 기초연구 소외분야 발굴 및 연구 안전망 구축 강화
* 미래지향적 연구 확대 필요 분야, 現 과소 투자 분야, 사회문제(이슈) 중심 Bottom-up 지원 분야 등
기초연구의 다양성·균형성 확보, 수월성 중심 지원 이외에도 최소한의 안정적 연구 지원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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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지역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의 효율성
측정 및 성공요인 분석

* 전체 동종 업종 기업 대비 기반구축 시설과 일정 반경 내 동종 업종 기업 비율

-- 기업의 수, 도로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위치 기반구축 시설의 입지타당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대구·경북 지역 시설들의 입지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

연구
목적

예
 산·인력·운영 기간을 투입요소로, 활용기관수·활용건수·인지도를 산출물로
고려하여 4가지 투입-산출 조합에 대한 DEA 분석을 시행
-- 시설의 운영 주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운영 기관에 따른 효율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역 균형발전 정책 시행 이후, 지역에 많은 수의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이
지
설치되었으나, 구축된 시설들의 성과 및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은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지역 혁신
주체들에게 시험·제작·실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

<투입-산출 조합에 따른 효율성지수가 높은/낮은 주관기관 유형>

 연구에서는 국가 전반에 걸친 지역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의 효율성 측정 모델을
본
개발·적용하고 기존 논의되어 왔던 기반구축 시설 성공요인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예산, 인력

예산, 운영기간

--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 현황·성과 전수조사, 기반구축 시설 기업 인지도 조사,
입지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활용
-- 시설의 효율성 분석은 DEA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측정된 효율성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인을 Tobit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

≐≐

산출물

효율성지수 高

효율성지수 低

활용기관 수, 활용건수

시험·인증·협회·기타

지자체·테크노파크, 전문생산연

활용기관 수, 활용건수, 인지도

전문생산연, 시험·인증·협회·기타

출연·국공립(연)

활용기관 수, 활용건수

시험·인증·협회·기타

지자체·테크노파크

활용기관 수, 활용건수, 인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음

 종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공요인 중 DEA 효율성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으로는 입지타당도, 파트너기관 수, 운영비 비중으로 분석
발간물

<Tobit 희귀분석 결과(종속변수: DEA 효율성 지수)>
≐≐

연구
내용

정[+]

 구시설·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반구축 시설 전수조사* 결과,
연
전국에 걸쳐 설치된 연구개발 기반구축 시설은 총 582개소로 조사

변수

* R&D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

기획단계

-- 예산투입 현황, 장비·인력 현황 및 과학기술적 성과, 장비활용 성과, 기술이전 등
경제적 성과 등이 파악됨

운영단계

≐≐

 반구축 시설에 인접한 동종 산업체*를 대상으로 기반구축 시설의 인지도 조사 결과,
기
인지도는 평균 7.4%, 인지그룹 중 활용도는 19.5%로 나타남
* 기반구축 시설에 인접하고 기반구축 시설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의 산업체

≐≐

시사점

부[-]
모형

변수

모형

입지타당성

(예산, 인력/ 활용기관 수, 활용건수, 인지도)

사전기획
장비비중

(예산, 인력/
활용기관 수, 활용건수)

파트너기관 수

(예산, 인력/ 활용기관 수, 활용건수)
(예산, 인력/ 활용기관 수, 활용건수, 인지도)
(예산 운영기간/활용기관 수, 활용건수)

운영비 비중

(예산, 인력/활용기관 수, 활용건수)

KISTEP 소개

-- 국가 전반에 걸쳐 구축된 기반구축 시설에 대한 최초의 전수조사라는 의의가
있으나, 자료의 신뢰성 및 완결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필요

기반구축 시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기반구축 시설의 기획·운영 단계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
-- (기획단계) 장비·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방법을 보다 정교화·현실화 할 필요, 제안한
방법을 포함하여 입지타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도입

-- 전
 남·광주 지역에 위치한 기반구축 시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반구축
시설 업력과 인지율은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

-- (운영단계) 기반구축 시설 관련 기관과 상호보완적인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장비·인력 강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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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평가* 및 직선거리·자동차주행거리·이동시간을 모두 고려한 기반구축 시설
권
입지타당도 조사 방법을 제안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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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TP가 운영하는 기반구축 시설과 전문생산연 소속 기반구축 시설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기타)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운영·성과 데이터의 확보
≐≐

주요 대외활동

투입요소
≐≐

주요 연구실적

73

연구책임자 진영현  

추진 연구과제

규제 및 제도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산업에 대한 규제는 신규기업의 상품시장 진입을 제약함으로써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침
<시장 및 산업의 규제 지수 및 정의>
구분

규제지수
① Economy-wide Product Market Regulation (PMR)

≐≐

연구
목적

예산, 인력

 제(regulation)와 제도(institution)가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총요소생산성에
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주요 연구실적

74

연구책임자 한웅용  

② State control
③ Barriers to entrepreneurship
④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노동시장

--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잠재력도 하락하고 있어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 필요

①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주요 대외활동

② Trade Union Density
① ETCR 전체지수
네트워크산업

··지속적인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요소생산성 제고가 필요

② ETCR 진입규제 지수
③ ETCR 공공성 지수

··제도 및 규제는 경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영향분석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시사점
 도 및 규제의 영향을 경제전체와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그리고 네트워크산업에
제
대한 규제로 분류하여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기준으로 모형을 구분 설정
··제도적 요인들에 관한 국가별 자료는 다수의 기관에서 발표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를 활용하여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다양한 제도 및 규제 요인들을 총괄적으로
분석
-- 규제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창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기업의 신규진입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다만,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강화시키는 것이 혁신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슘페터 성장이론은 검증되지 않음
-- 각종 규제와 더불어 제도적 요소는 총요소생산성 결정에 중요한 요인임
··법률 및 법치제도와 정치적 안정은 제도적 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하지만 강건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제도와 규제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효과분석

-- 상품시장 > 노동시장 > 네트워크 산업 순으로 규제가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제도와 규제의 영향은 상호의존적으로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미치는가를 분석
--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동시장에 대한 고용보호법률은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높음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혁신활동을 제약함으로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네트워크산업의 공공재화는 기술수준이 낮고, 상품시장의 규제가 높은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생산성 증가요인으로 작용함

--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품시장의 혁신활동 및 자원배분을 제약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네트워크산업에 대한 규제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182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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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institution)와 관련된 변수는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도지수와 프레이저연구소의 경제자유도를 활용

KISTEP 소개

··규제(regulation)와 관련된 변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EoDB:Ease of Doing
Business)를 활용

··인적자본 축적과 대외개방도 제고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금융시장발전은 OECD 국가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발간물

≐≐

연구
내용

-- 인적자본 및 대외개방도는 총요소생산성의 주요한 요인이나, 금융시장은 OECD
국가 등 선진국 보다는 후진국 및 중진국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추진 연구과제

2017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개념의 해외건설업의 국내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 활용 방안 제시
≐≐

예비타당성조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 도출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의 증대와
더불어 신정부 출범과 함께 수행체계 변화 시점에 맞춘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인식 조사

≐≐

연구
목적

 &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기관으로서 위상에 부합하는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R
조사 기준 마련을 위한 분석방법론의 고도화와 조사기반 구축이 요구됨
≐≐

시사점

 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일관성 제고와 총괄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국
위하여 지속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론의 개선 기반 조성
주요 대외활동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의 대항목으로
분류하고 그 하위의 2계층과 3계층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세부 분석방법론의 연구 및 보완 등을 통한 조사방법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 지속적으로 이슈가 제기되는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 방법론을 고도화 추진

≐≐

연구
내용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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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흥권  

기술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 연구
발간물

-- 예비타당성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복성 검토에 대한 중요요인, 개선사항,
판단요인, 판단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중복성 판단기준 및 판단주체
등을 제시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시
-- 주 요 5개국(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영국)에 대해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투자의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관점의 주요 제조업
경쟁력 등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정책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 연구

≐≐

KISTEP 소개

--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항목에서 검토하는 국내법/규제 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검토·분석하고,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결과
도출 방안 및 분석 방향 제시

경제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 연구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중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임상시험 등 총비용 추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등
분석방법론의 고도화를 위해 사례 연구 등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기획주체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연구 시설 구축 및 유지비의 주요
원가 동인인 연구시설의 용도 또는 규모 등을 토대로 연구시설구축비용의 추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플랜트 등 해외 건설 부문의 R&D 사업 편익 추정 시 부가가치율 적용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건설협회 통계자료 등을 이용한 평균적인
184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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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R&D사업 사전분석
전문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담당관과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KISTEP 내부 연구진(PM)이 강사로 활동
-- 2회의 교육 동안 재정사업 담당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R&D관련
담당자가 총 87개 기관에서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 참가자는 교육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교육 참가자의 종합만족도 : 7.68점(9점 만점)

≐≐

연구
목적

 가R&D사업 사전분석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R&D부문
국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 및 수용도 제고

≐≐

연
 구·기술 동향 및 조사에 활용되는 방법론 파악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10회의 전문가 세미나 개최
-- 양자역학, 위성정보활용, 하이퍼튜브, 블록체인, 가상현실, 생체인식, 자동차 미래
동향 등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세미나 실시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통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및 사업 기획역량 제고에 기여
≐≐

시사점
≐≐

연구
내용

 ISTEP은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객관성, 그리고
K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R&D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재정 운용절차로써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총괄기관인 KISTEP의 위상도 제고

-- 기술, 정책, 경제 분야의 전문과와 KISTEP 내부 연구진 등 30여명이 참석하고 총 8
개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

--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법론을 고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유지·강화할 필요

-- 내부 연구진 분석방법론 연구결과 및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위탁연구과제의
중간·최종 결과에 대한 토의를 통해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 제도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 대형 R&D사업을 기획하거나 R&D사업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조사의 분석범위 및 방법을 공유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이를 위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강화 필요

구분

일시

제21회

’17. 5. 17.

발제 내용
WTO 보조금협정 분석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제언

-- 다양한 R&D사업이 기획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최신 연구·기술 동향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신규 R&D사업으로 기획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
자료·동향 조사 및 전문가 네트워크구축이 필요
KISTEP 소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효과 분석방향 연구
사회적 할인율의 산정 : 자연이자율 추정방식

제22회

’17. 6. 21.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기술수명주기 분석 방법 탐색
논문-특허 비교를 통한 기초연구분야 기술발전단계 예측방법

제23회

’17. 9. 13.

발간물

 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개최를 통해 세부 분석방법론의
각
개발 및 보완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방안 논의

<2017년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개최 이력>

주요 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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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실적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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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표준점수의 R&D사업 적용 방안
시장성장모형의 예비타당성조사에의 실무적 적용방안 연구

제24회

영향경로분석을 고려한 비시장적 가치 추정 개선방안 연구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17. 10. 25.

 &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통해 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강화 및
R
수용성 제고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 전주에서
각 1회씩 총 2회 실시(1회 4시간 과정)

186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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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개발투자의
지역별 파급효과 추정

≐≐

수요측면의 분석 결과
-- 연구개발투자의 지역별 생산 유발효과는 대전, 전남, 제주에서 높았으며, 산업별로는
제조, 에너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가 유발
--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대전의 유발효과가 가장 낮았으며,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증가가 유발

≐≐

연구
목적

-- 노동 유발효과의 합계는 제주, 대전, 강원이 가장 컸으며, 산업별로는 서비스 업종의
노동유발이 현저

 구개발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요구 발생 시
연
판단근거 마련
≐≐

공급측면의 분석 결과
--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의 관련 산업 생산증가로 인한 전국 단위 파급효과는
투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포함된 사업의 비중 증가 추세

--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 산업 이외의 산업부문에서 생산 유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산업들이 존재

연구
내용

 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①단기적인 투자수요 증가와 ②장기적인 생산역량
지
제고라는 두 가지 경로의 파급효과 분석을 제안

··연구개발투자의 단위 증가에 따른 생산, 부가가치, 수입, 노동 측면의 유발효과를
행렬식으로 계산

-- 이는 연구개발투자의 원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지만, 인적 활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
≐≐

연구개발투자의 산업 생산 제고 효과는 투자지역에 따라 변동
-- 다만 기초기술의 연구와 같이 여러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상용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성 감소

-- 연구개발 투자기간 이후에 생산역량 제고로 인해 유발되는 부분은 공급측면의
파급효과(장기적·이차적·전방연쇄효과)로서 분석
··연구개발 관련 산업의 단위 생산 증가에 따른 타 지역·타 산업으로의 생산
유발효과를 행렬식으로 계산

연구개발투자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유발

발간물

-- 연구개발투자 증가분이 투자기간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분은 수요측면의
파급효과(단기적·일차적·후방연쇄효과)로서 분석

≐≐

시사점

≐≐

유

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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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과

공급측면
전방연쇄효과
이차적 효과
장기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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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측면
후방연쇄효과
일차적 효과
단기적 측면

산업 생산 증가

KISTEP 소개

 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파급효과가 경제적 편익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을 유의해야
지
하며, 정책적 측면의 분석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동 연구에서의 연구개발투자 파급경로>
연구개발 투자

주요 대외활동

--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사실상
사업주체의 주요 관심사항

≐≐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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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2017 연차보고서

추진 연구과제

연구개발스톡 및 기술진부화 탐색을 통한
경제성 분석의 개선방안 연구

≐≐

시사점

-- 기존 TCT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TLC 개념을 새롭게 적용하여 기술분야별 특성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

연구
목적

-- 편익 발생 기간 동안 기술진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가정으로 인한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 규모 추정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

연구
내용

기술수명(TLC) 분석을 통한 기존 편익 발생기간(TCT)과의 현황 분석 및 비교검토

≐≐

 제적 타당성 분석의 적용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 축적과 TLT 분석
경
방법의 유의미성 강화 필요

주요 대외활동

-- 기존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과의 비교검토·진단을 통한 이슈 점검 및 실무적
활용방안 모색

≐≐

편익 규모 추정의 객관성 확보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의 설득력 강화에 기여
-- 회임기간 동안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존 분석 접근에 대한 보완 및
발전방안 제시

 구개발스톡을 고려한 기술진부화 및 회임기간의 산정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
방법의 개선방안 마련

··경제성 분석의 실효성 제고 및 분석 결과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스톡
산정과 기술진부화 및 회임기간의 합리적 도출

 구개발스톡 및 기술진부화, 회임기간의 산정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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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고한 TLT 분석 틀 마련을 위한 다양한 유효 데이터 수집 및 확장과 더불어 기존
연구사례와 분석 대상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점검과 정교화 작업
필요

-- 기술분야에 따른 TLC와 TCT의 차이점 진단 및 편익 발생기간 특성 파악과
활용방안 마련

≐≐

발간물

··특허 존속기간 기반의 기술수명(TLC, Technology Life Cycle)과 기술진부화 산정에
따른 기술수명(TLT, Technology Life Time)의 비교 분석 및 적용방안 탐색

 제적 타당성 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인자의 개념 정립 및 기술분야별
경
실증분석과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스톡을 포함한 주요 인자의 사례조사 및 모델 구축을 통한 실증분석 및
심층진단

≐≐

KISTEP 소개

··연구개발스톡 산출을 통한 기술진부화 분석 틀 마련과 시간 종속적인 기술진부화율
도출에 따른 기술분야별 편익 회임기간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의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편익 규모 시뮬레이션 수행
-- 연구개발스톡, 기술진부화 및 편익 회임기간을 고려하여 도출된 TLT의 기술분야별
적용 및 분석결과 해석

190 + 191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편익 규모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술분야별 대상사업의 편익 규모 비교 추정 및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한 실무적 분석의 적합성 점검

KISTEP 2017 연차보고서

추진 연구과제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 도출
회임기간 연구
≐≐

연구
목적

-- 반면, NISTEP이 조사한 일본 기업들의 연구개발 사업화 소요기간은 2.5년,
연구개발 회임기간은 평균 5.5년으로 조사되었음 즉, NISTEP이 조사한 일본
기업들의 연구개발 편익 회임기간은 2.9년임
≐≐

 구개발 유형(부문, 분야, 성과 구분)별 회임기간 분석을 수행하고 선진국의 사례와
연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에 고유한 시사점을 도출

-- 기업설문 결과 가장 수혜사례가 빈번한 자금지원, 세제지원, 과제지원에 대해 분석함
≐≐

-- 우리나라 연구개발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

 리나라 연구개발활동의 회임기간을 실증분석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우
타당성 분석 시 비용과 편익 검토에서 편익기간의 선정지표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

≐≐

시사점

-- 산업별 연구개발활동의 연구개발 단계별 회임기간을 조사

-- 적절한 연구개발 세제와 자금지원 정책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화의 효율이 제고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
≐≐

 구개발 사업화기간과 회임기간은 단축선호를 단정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연
있으며, 연구개발의 비정형성과 비즉효적 특성을 감안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성과평가
등의 체제 정비 필요성을 시사

 연구에서는 문부과학성 산하기관인 과학정책연구소(NISTEP)가 실시 중인
본
‘민간기업의 연구 활동에 관한 조사’를 토대로 연구개발 소요기간에 대한 문항을 설문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한·일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획함

KISTEP 소개

≐≐

-- 자금지원이 사업화기간의 단축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있음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세제지원은 장기간 연구개발 회임기간을 해당 기업이 비용을 감내할
수 있게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연구개발 사업화기간과 연구개발 회임기간을 정의함
-- 연구개발 착수로부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까지의 소요기간을 연구개발
사업화기간으로, 연구개발 착수로부터 연구개발 성과물이 시장에서 이익을
내기까지의 소요기간을 연구개발 회임기간으로 정의하고, 합산하여 편익
회임기간으로 간주함

 양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 정책 중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이 연구개발 소요기간에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발간물

≐≐

연구
내용

 정 결과, 연구개발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에서 연구개발 사업화기간의 단축과 연장과
추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문자 그대로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에 의한 기업 사업화기간의 단축에 유효함을 의미함

주요 대외활동

-- 선진국(일본 등)의 연구개발에 대해 실증분석된 회임기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연구개발 현황을 파악

≐≐

 부 연구개발 지원제도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지원여부를 처치모형으로 도입하여
정
연구개발 소요기간에 대한 연구개발 현황과의 관련성을 주모형으로 분석하고 추정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효과 등을 분석함

주요 연구실적

79

연구책임자 정정규   

-- 해당 조사는 회임기간 이외에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소급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개발 현황의 한·일 비교를 위해 문항별로 취사선택하여 동
연구의 설문지에 반영함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구개발 회임기간, 즉 연구개발 착수로부터 연구개발
전
성과물이 시장에서 이익을 내기까지의 소요기간은 평균 4.5년으로, 일본 기업들의
평균 5.5년 대비 약 1년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구개발 사업화 소요기간은 평균 2.1년, 연구개발
회임기간은 평균 4.5년으로 나타났음. 이는 연구개발 편익 회임기간이 2.4년에
해당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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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체계 수립 연구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성 분석 항목에서 지역조직 신규 설립의 명확한
기능 및 목표, 특성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

≐≐

시사점
≐≐

연구
목적

--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수행지침 보완/신규 개발 시 출연연 관계자, 지역 혁신정책
전문가 등에 의견 수렴이 필요

출연(연) 지역조직 설치·운영 계획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수행 가이드라인 연구
-- 현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구기관(조직)
설립·운영과 관련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체계화

≐≐

연구
내용

 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의 운영제도와
연
관련된 주요 항목을 비교·분석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체계에 비해 부족한 조사항목의 체계화 및 조직설립계획
현
특성을 반영한 분석방법론 보완이 필요함
-- 지역조직 설립을 통한 해결문제 및 연관관계, 지역혁신 체제 기여도, 설립·운영
목적의 구체화 등에 대한 조사 관점 및 검토방향을 보완할 필요
··기술적 파급효과 중심의 현 편익추정 방법론을 보완하여, 지역조직 설립 취지 및
특성을 감안한 파급효과 반영방안 연구 필요
-- 그 외, 수행체계 상 조사수행기관의 독립성 및 조사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조직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소관기관과 조사비 지급기관의 분리가 필요

발간물

-- 각 조사의 정의 및 도입 배경, 근거법 및 관련규정, 조사대상사업 요구 및 선정,
수행기관 및 수행기간, 수행방법 및 비용부담 주체, 조사결과활용, 향후 조치 등의
항목을 비교 검토

≐≐

주요 대외활동

-- 동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조사항목에 대해 검토 방향에 대한 객관성·타당성
보완을 위해 평가기준, 측정수단(지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한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

··기존 타당성조사 수행사례(KDI) 검토를 통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파악, 개선·보완 방향을 검토
··지역 연구조직 타당성조사 수행 시 주안점 도출 및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연연 분원조직 설립계획 타당성조사를 실제 수행할 경우, 본 사전 탐색연구 결과를
출
토대로 수행지침 개발 및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전 준비가 필요

주요 연구실적

80

연구책임자 이태근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연연 지역조직 조사대상과 선정절차, 수행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는 총괄수행기관(KISTEP)에 의뢰하여 조사비용을 직접 지급하나, 지역조직
타당성조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소요비용은
본원 외 조직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이 부담

 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 타당성조사 간 분석방법론
연
비교·분석

KISTEP 소개

≐≐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기존사례와 지역조직 타당성 조사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예타조사와 관련성 높고 향후 조사방향 개선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관련 수요조사의 적절성 분석 항목에서는 해당지역 수요가 기존 유관기관이
제공하지 못했던 기능 및 역할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분석항목에서는 지역조직 설립을 통해
해당지역(산업)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세부
정책목표로서 지역혁신 전략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
··사업목표의 구체성 분석 항목에서는 지역 내 산업특성 및 지역조직 설립취지를
고려하여, 지역조직이 국가혁신시스템 및 지역혁신시스템 등의 관점에서 적절히
연계되는지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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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성과 공유 정보를 활용한 유사과제목록
도출방법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

성과 공유 유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항목의 활용 방향 검토
-- 성과를 공유하는 일부 세부과제 연계 사례를 분석했을 때, 유사 연구의 종합, 상이한
학문간 융합, 연구의 보완적 결합, 연구의 시간 누적적 결합 등으로 분류 가능
-- 사업기여율에 활용 시에는 모든 유형의 연계 과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중복가능성 분석과 비용 추정의 경우에는 비교사례로서 보다 제한적인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연구
목적

 부 R&D성과 공유정보 분석을 통해 중복성과 기여율 정보로 도출한
정
유사과제목록의 예비타당성조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실무적 활용 방안을
탐색

-- 유사과제 목록은 대항목 기술적 타당성의 2계층 3번째 항목인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과 대항목 경제적 타당성의 연구개발비용의 적절성 분석과 편익 추정 시
사업기여율의 산출에 활용

··상이한 R&D과제에서 동일한 성과를 제출할 경우, 정확한 성과규모를 추계하기
위해 중복성과 기여율을 적용하여 성과가 중복 추계되지 않도록 검증하며 그 정보를
NTIS에 보유
* 중
 복성과 기여율이란 동일한 하나의 성과를 다수의 세부과제에서 동시에 성과로 제출하는 경우,
세부과제별로 해당 성과에 기여한 정도를 제시한 비율

--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이 정보를 활용하여 도출된 유사과제목록의 유용한
실무적 활용 가능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방안을 고찰

··중복성과의 전반적인 현황 조차도 파악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양적으로 충분한
유사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지, 분야별로 적용이 차별적인지,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항목별로 활용도에 차이가 있을지 등의 검토 필요

≐≐

 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과 기여율 정보를 이용하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국
방법보다 신뢰성 높은 유사과제 목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이한 세부과제가 동일한 성과를 창출했다는 것은 각 세부과제의 R&D 활동이
동일한 연구성과로 귀결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연계 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
··단순히 동일한 키워드를 갖고 있다는 것보다 연구내용과 결과에 있어 질적으로 매우
명확한 연계정보로 볼 수 있을 것임
-- 즉 연구의 내용은 물론 결과에서도 세부과제 간의 연계성이 검증된 정보이므로
과제의 연구내용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 업무를 감소시키고 좀 더 명확한 정보로서
활용 가능할 것임

≐≐

 과를 도출하는 세부과제의 규모와 그 중 성과를 공유하는 세부과제의 규모와 비중
성
등 세부과제 수준의 성과공유 현황 파악
-- 국가연구개발사업 6대 성과물 중 가장 많은 건수가 도출되며 중복성과 기여율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SCI급 논문 성과의 최근 5개년 정보를 분석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성과가 도출되는 세부과제는 전체 과제 중 약 21% 수준으로 제한적이지만 일단
성과가 도출되는 과제의 경우는 약 2/3의 비율로 성과를 공유하고 있음
··연구개발의 산출 성과가 기대되는 세부과제의 경우 해당 정보를 통한 연계 구조
파악 가능
-- 특히 NT와 BT분야는 성과 도출과 공유 비중 모두 높은 수준으로 성과공유 정보
활용이 유용한 분야임

196 + 197

KISTEP 소개

-- 제한적인 범위 내 활용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사과제목록 도출 방법의
다양성과 신뢰성 제고 기대

연구
내용

발간물

··중복성과 기여율 정보는 NTIS에 포함되어 있지만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확한
성과 집계를 도출하기 위한 검증 과정(중복성과 조정과정)의 중간 산출물로서만
존재

 사과제 목록은 R&D 예비타당성조사의 다양한 분석항목에서 동시에 활용되는
유
대표적인 기본 분석자료로, 보다 정교한 유사과제목록 도출은 다수 조사항목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 가능

주요 대외활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정보에 포함된 중복성과 기여율*을 활용하여 유사과제
목록 도출 가능

≐≐

시사점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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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홍정석     

KISTEP 2017 연차보고서

추진 연구과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8년도 정부 R&D 예산편성 지원

··심층 정책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효성 높고 파급력 있는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 예시) R&D 재원배분 관련 제도 개선, 기초연구분야 투자 효율성 제고, 기반구축형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다부처 R&D사업 협업체계 고도화, 국회 증액 주요 R&D사업
사전협의 절차 마련 등

≐≐

≐≐

연구
목적

-- 국가 전반에 걸쳐 구축된 연구개발 기반구축시설의 현황 파악과 활용성과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

 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R&D투자방향과 재정운용전략을 제시하고,
국
2018년도 정부 R&D예산편성 과정을 전략적으로 지원

··정부 예산으로 구축·운영 중인 연구시설·장비 보유 비영리기관 389개소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기반구축시설 현황(사업 및 시설장비) 및 각종 성과들을 조사
-- 총 582개 기반구축 시설에 대한 현황 및 성과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 R&D예산 편성 단계별 주요 자료 심층 분석을 통해 전략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자료 작성 등을 지원
-- R&D예산편성 및 R&D투자와 관련된 현안 정책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R&D투자 효율화에 기여

≐≐

시사점

-- (주요 투자방향) 지능정보 기술 투자 확대 및 창의적 기초연구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체감형 R&D 지속 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통한 국민행복실현

≐≐

국
 내·외 환경변화와 국가 역량·국정운영방향을 고려한 단기 및 중장기 R&D
투자방향, 중점 투자분야 및 투자전략 제시
 부 R&D투자와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정
추진하여 R&D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에 기여
발간물

연구
내용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주요 대외활동

-- 중장기적 정부R&D 투자 총량 규모 및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분야 투자 전략 및
효율화 방안을 수립

≐≐

연구개발 기반구축시설 전수 조사 실시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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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한웅용     

-- (투자효율성 제고) 성과 관리 및 성과 제고, 지역R&D센터·R&D바우처·프라운호퍼
제도 등 추진 치계 정비를 통한 R&D투자 효율성 제고 병행
-- (투자전략 수립)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 전략, 지역 연구개발 기반구축시설
효율화 방안을 제시

2018년도 R&D 예산 편성 지원

KISTEP 소개

≐≐

-- 중기 총량규모 설정 및 중기사업계획 심의 지원
··주요 재정지표를 감안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 R&D
예산 규모 설정 및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 ’18년도 R&D 예산 편성을 전략적으로 지원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부처별 예산요구서, 신정부 국정과제 등을 분석하여 전략적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기
 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바이오신산업 등 적극
육성, 재난·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국민 복지 증진 R&D 투자 등

-- R&D투자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도출 및 심층 분석
··R&D투자의 효과성,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R&D투자 및 집행 관련 제고
개선을 선정, 추진

198 + 199

KISTEP 2017 연차보고서

추진 연구과제

민군기술협력 제2차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산·학·연·군 간 기술 및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국방분야 유관 기관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근본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보안성
검토기준 완화와 국방핵심기술기획서 등 국방R&D 기획문서의 일반본 작성 및
공개범위 지속 확대 필요
··기술소요 군과 제품개발 민간업체 간 정보교류 채널이 필요하며, 범부처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공유하고 상호활용 강화

≐≐

연구
목적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창출 방안

민
 ·군 기술협력 관련 다양한 환경과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이슈들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제시

··민
 ·군 기술협력의 관건은 ‘수요(특히, 군수요)’ 확보에 있고, 협력 대상은 ‘기술’
중심으로 접근 필요

≐≐

 요 연구내용은 민·군 기술협력 관련 동향 조사·분석, 민·군기술협력사업 강화방안
주
수립, 향후 정책추진과제 및 방향 등을 제시
-- 국내외 환경분석 및 민·군 기술협력 R&D 체제변화 분석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술기획 역량강화 방안
-- 강소기업 육성 및 산·학·연 협력강화 방안

··개발된 기술 및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해 군 시험평가 시설·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국방분야 실증프로그램 확대 필요

≐≐

주요 대외활동

-- 민
 ·군기술협력사업의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 바람직한 사업 추진방향과 효과적인
정책제안을 위한 다양한 기반자료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함

연구
내용

주요 연구실적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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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기술협력 성과제고를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 강화에 기여함

시사점
≐≐

민
 ·군 기술협력 추진체계 확립과 협력범위 확대로 R&D 투자규모 및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발간물

-- 전문가 인력 및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 방안
-- 민·군 기술협력 및 사업 활성화 방안
-- 민·군 기술협력 법·제도 개선 방안
-- 향후 5년 간 정책추진과제 및 방향성 제시 등
≐≐

주요 이슈별 발전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함
KISTEP 소개

-- 민·군 기술협력 범위 확대 및 사업규모 확대 방안
··지나치게 민·군기술협력사업 관점으로 한정된 민·군기술협력촉진법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협력의 범위가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이에 기반한 구체적 추진방향 및 전략 제시 필요
··각 부처 예산요구 시 ‘민수활용성(국방부처)’과 ‘국방활용성(민수부처)’을 추가하여
기획 및 예산 과정에서 상호 활용성을 검토하고 부처별 의무투자비율(0.2% 이상)
이행 확인 및 권고 추진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민·군 기술협력 컨트롤타워 개선 방안
··민수부처에 민·군 기술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상설기구로서 과기정통부
하위에 (가칭)민군기술협력추진단을 별도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제안
··현재의 민군협력진흥원의 상위 소속 변경이 필요한데, 법령 연관성과 개편 시
장단점 등을 고려한다면 ADD에서 분리하여 국방부 직속으로 변경 검토 필요

200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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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사업 목록>
구분

부처

2014 하반기

산업부

조사 대상사업명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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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흥권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소리창조(K-Sound) 클러스터 조성

문체부

2015 하반기

CT공연 플렉스파크 조성
해수부

≐≐

연구
목적

 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신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산업부
신규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

*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2016 상반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수행기관
-- 신규 투자의 적절성을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전문적·객관적으로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통해 부처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력 향상과 사업
추진 시 성과 제고에 기여

환경부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농진청

국가 동물 농생명공학 이노베이션 사업

주요 대외활동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거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

제2쇄빙연구선 건조

세계 선도형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국토부
지하 라이프라인 연구개발사업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2016 하반기
미래부

뇌지도작성 및 뇌융합 챌린지 프로젝트
≐≐

 신적·도전적 R&D의 활성화와 정부 R&D 본연의 역할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혁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

국가신약파이프라인발굴확보사업

2017 1차

미래부
차세대중형위성2단계발굴사업

2017 2차

중기부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2단계 지원사업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복지부
한의학혁신 기술개발사업

2017 3차
환경부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중기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KISTEP 소개

-- R&D의 비정형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조사방법론 개발 및 적시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 조사의 일관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지속적인 수정·
보완 실시

자율주행 산업융합 혁신사업

발간물

--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
≐≐

산업부

 존에 추진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여
기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을 통해 R&D의 효율화를 추진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 1개 사업
<2016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사업 목록>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 전
 년도에 조사가 종료되지 않아 2016년에도 조사를 연장 수행한 사업과 2016년에 조사를 착수한
사업

구분

부처

2016년

미래부

대상사업명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연구
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 20개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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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시사점

-- 부처의 차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R&D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 여부, 적정 사업기간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제언을 제시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통해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력 향상과
연구개발의 불확실성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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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 도출/분석 연구

≐≐

연구
목적

--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과학기술을 통하여 뉴노멀의 그늘을 벗어나고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서 거듭날 과학기술 혁신 의제 발굴이 요구됨

주요 대외활동

≐≐

경
 제·사회 구조 변화 속에 과학기술 혁신 역할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 및
이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저성장·고령화 등의 문제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과거의 성공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조사의 일관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표준지침을 관리하고 분석방법론 연구와
조사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수행

주요 연구실적

 문성에 기반을 둔 예비타당성조사와 적정성 재검토 수행을 통해 기획력이
전
미비하거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방지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필요

연구책임자 손석호  

 &D 투자의 적시성 확보와 사업 유형별 맞춤형 조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
R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적·도전적 R&D사업의 추진을 견인할 필요

≐≐

대내외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5개의 국가 아젠다 마련
-- 앞으로 과학기술이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 사회 문제 해결, 미래
일자리 창출 및 대응,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에 대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발간물

연구
내용

-- 하지만 현재 과학기술시스템은
① 결과 중시, 정부 주도 R&D,
② 단기 추격형 R&D,
③ 경제발전 목적 중심 R&D,
④ 연구 및 혁신주체 간 단절로 인해 그 한계가 있다고 진단

≐≐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 실행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및 이에 대한 추진 방향 수립

KISTEP 소개

-- 상기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 발굴

-- 과학기술 정책 및 제도, 미래예측, R&D 전략, 예산조정, 투자분석 등 기관의 주요
임무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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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각 정책 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이를 정부에게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Issue Weekly를 매주 발간

추진 연구과제

정책 아젠다

② 신진연구자 성장 기반 지원 방안

86

③ Post-PBS 시대, 자율에 기반한 출연연 책무성 강화 방안
④ 자기주도 지역R&D 혁신 방안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필연적 법적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발전혁신 토대
마련 연구

⑤ 게임체인저형 미래 신산업 발굴·기획 체계
Ⅱ.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미래 변화 선도

⑥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⑦ 과학기술 빅데이터 통합분석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방안
⑧ 빅데이터 활용 미래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 정비
⑨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전략

≐≐

연구
목적

-- 인공지능 기술이 의사 결정의 주체를 확장함으로써 기존 법 체계에 중요한 도전이
제기됨

⑩ 범부처 사회문제 해결형 R&D 추진 전략
⑪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적 대응 방안

--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사고가 등장함에 따라 인공지능 사고 피해의 공평한 손해
분담을 위한 책임법제 논의가 필요해짐

⑫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 방안
⑬ 과학기술인 경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Ⅳ.
과학기술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지능 기술로 인한 법적 분쟁 사례의 쟁점 분석을 통한 향후 추진 과제 및 정책
인
방향 도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법적 위험이 증가하여 인공지능 신기술 개발·응용·
사용에 대한 혁신 의욕이 저해됨

⑭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선순환형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주요 대외활동

Ⅲ.
사회문제 해결 등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무 강화

주요 연구실적

Ⅰ.
사람 중심의
활력있는
연구생태계 구축

정책과제
① 체감형 기초연구 투자 전략

연구책임자 박소영   

⑮ 과학기술분야 내 전문지원인력 일자리 창출
⑯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한 중장기 일자리 창출 방안

시스템의 쇄신

⑰ 성과평가 혁신 방안
≐≐

⑱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방안
⑲ 개방적이고 유연한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⑳ 연구관리기구 재편 방안

연구
내용

-- 가장 앞서서 새로운 규범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유럽, 미국의 관련 정책 및 연구
내용 조사
≐≐

≐≐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동향 파악

책임법적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특징 분석
-- 인공지능 사고의 책임 소재 판단을 어렵게 하는 특징을 법적, 기술적, 운영적
측면에서 분석

 학기술 혁신 의제 발굴을 통해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
과
경쟁력 및 미래사회 이슈 대응능력 강화

※(법적 특징) 현행법상 민사상 권리의무 주체, 형벌 규범의 수범자로 보기 어려움
(기술적 특징) 데이터 기반 판단으로 인하여 동작을 예측하기 어렵고 판단의 근거 및 과정을 파악하기
곤란함
(운영적 특징) 기업 기밀 유지, 왜곡 방지 등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의 한계로 입증책임 전환 등 보완
수단이 없는 한 피해 원인 증명이 어려움

 버넌스, R&D 수행 및 관리체계 시스템 등을 진단하여 핵심이슈를 도출함으로써
거
새로운 R&D 혁신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조성에 기여
--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Issue Weekly로 발간함으로써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고

≐≐

KISTEP 소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거대 변화 속에서 미래 가치를 계속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아젠다 발굴이 필요함
≐≐

발간물

Ⅴ.
낡고 한계에 도달한
과학기술혁신

주요 분야별 책임법제 쟁점 진단
-- 초기 상용 제품이 출시되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 비서, 핀테크 분야를 주요 분야로 선정하여 책임법제 쟁점 진단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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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분야
자율주행차

비서
핀테크

주의의무 판단 기준 변동, 설명의무 판단 기준 불분명, 의료기기 해당 여부 혼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적용 불분명, 의료행위 및 의료행위 주체에 대한 재검토

87

2017년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 연구

이용자의 손해 부담 가능성 증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적용 불분명,
알고리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회색지대 확대
설명의무 판단 기준 불분명, 복잡한 금융법 준수의무 검증 체계 또는 사후 징벌 체계
필요성 증대
≐≐

≐≐

인공지능 시대 준비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제시
-- 인공지능 시대 책임법제 설계를 위한 범국가적 연구 체계 수립

연구
목적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해외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확대 및 과학기술 정책 이슈 발굴
-- 과학기술 국제협력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허브 역할 수행
-- KISTEP 글로벌 성과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현황 및 주요활동 공유를 위한 성과 확산

--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서의 준수 의무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국제적 논의 과정에 적극적 참여
≐≐

시사점

글로벌 선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및 정책 이슈 발굴
-- 해외 전문기관과 MOU 갱신 및 신규 체결을 통해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련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공지능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책임법제
관
연구의 필요성 제언

체결일

국가

기관명

8.21

말레이시아

10.12

브라질

10.19

중국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10.19

중국

The Institutes of Science and Development, Chinese Academy of
Science

11.15

대만

Science & Technology Policy and Information Center

University of Malaysia
The Sao Paulo Research Foundation

발간물

≐≐

 임법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특징 및 법적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 발전의
책
필수조건인 위험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상세 과제 도출

연구
내용

주요 대외활동

-- 시급성·상용화 정도를 고려한 연구 우선순위 수립

≐≐

주요 연구실적

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

책임법제 쟁점
운전자의 주의의무 변화, 형사 책임 불분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 혼란,
제조물 책임 불분명

연구책임자 정상원

--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 이슈 발굴 및 협력 체계 강화

··Gender Summit 10 Asia Pacific, 제12회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제3회
글로벌과학기술자문기구포럼 등 국제포럼 참여를 통한 글로벌 STI 현안 논의 참여
≐≐


과학기술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운영 및 협력 체계 구축

··R &D 시스템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육성, 창업 생태계 육성 방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린이노베이션 등을 주제로 발제 및 패널 토론 진행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국 대표 싱크탱크 포함 총 18개국,
121개 기관 240여명이 참석
-- 아시아 과기혁신 싱크탱크 네트워크 확대 및 발전 방향 모색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아시아의 과학기술혁신 방안과 지속가능 공동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제3회
아시아혁신포럼 개최

208 + 209

KISTEP 소개

··미국 Atlantic Council,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대만 산업경제지식센터(IEK)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아젠다 논의

추진 연구과제

··2015년 발족된 아시아 과기혁신 싱크탱크 네트워크(Asian STI Think Tank Network)
기관 간 주요 현안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88

2017년 개도국 고위정책 결정자를 위한
한국형 R&D 기획·조정·평가 지식 및 경험
전수
≐≐

연구
목적

한국의 선진화된 과학기술 기획·평가 노하우 및 혁신체계 수립 경험 개도국 전수
-- 개도국 과학기술 고위 정책 결정자 대상 국가 R&D 관리 교육·연수 프로그램
(KISTEP-ISTIC STI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속 추진

≐≐

그림2 패널 토론

KISTEP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성과 확산
-- KISTEP 주요활동 및 연구성과 등을 소개하는 영문 뉴스레터 기획 및 제작
-- 해외 전문기관·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온라인 SNS (LinkedIn) 계정 개설
및 운영

≐≐

연구
내용

2017 KISTEP-ISTIC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및 개최
-- 개요
··일시 및 장소: ’17.11.13(월)~17(금), 서울,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시사점

≐≐

-- 해외 협력기관과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통한 신뢰 기반 강화

-- (참석자) 개도국 고위 과학기술혁신 정책 결정자 대상으로 선정

-- 형식적 MOU 체결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필요

··14개국 고위공무원 16명(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란, 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스와질란드*, 감비아, 세이셸*,
파나마*) 참석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시아권역 협력 체계의 리더십 선점
-- 아시아 과학기술혁신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대표 싱크탱크 역할 수행 및 협력 체계
마련

* 총 3개국 신규 참가

-- 아시아권역의 과학기술혁신 논의 주도 및 공동 의제 발굴 기대

··(강의) 과학기술정책 P.I.E (Planning, Investment, Evaluation) 및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 경험 사례 소개 등 11개 강의

KISTEP 대내외 성과 확산에 따른 인지도 제고 및 협력 수요 증대 기대

-- 프로그램

··(워크숍) 참가 국가별 과학기술역량 공유(Country Report 발표) 및 심층 토론

-- 해외 전문기관과 소통 채널 및 협력 체계 확대에 따른 글로벌 가시성 및 경쟁력 강화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산업시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방문

··설문조사 결과, 2017년 프로그램 만족도는 92.7점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참가자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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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주요활동 및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해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전문
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KISTEP 소개

≐≐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트너십 확대

* ISTIC (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entre for South-South Cooperation):
UNESCO 산하의 개발도상국 간 과학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기구로 현재 132개의 회원국으로 구성

발간물

··주제: S trengthening STI Capacity for Inclusive Development:Korea’s
Systematic Approach to National R&D Management
··추진방향: UNESCO 산하 과학기술혁신센터(ISTIC)*와 협력하여 공동개최

≐≐

주요 대외활동

-- 지난 8년간 프로그램 개최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운영 방안 수립
그림1 단체 사진

주요 연구실적

··지난 2년간 개최된 아시아혁신포럼 검토 및 포럼 주제, 프로그램 구성 등 향후 기획
방향 논의

연구책임자 김예현

-- 프로그램 개최 결과

≐≐

시사점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발전 경험에 기반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 개도국 고위 과학기술 정책결정자 전문 역량 강화 및 개도국 과학기술혁신에 기여

≐≐

주요 연구실적

--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경험 및 선진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수함으로서 국가적 위상
제고 및 국제사회 공동 성장에 기여

개도국 고위 정책결정자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협력 관계 구축
-- 참가국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를 통한 교류 기반 조성 및 협력 프로젝트 발굴 기회
마련

그림1 단체 사진

-- 신규 국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아젠다 발굴

그림2 수료증 수여

프로그램 개최 파급효과 분석 결과 기반 향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방안 마련
-- 1차 조사에 이어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 사례 심층 분석 추진

≐≐

KISTEP-ISTIC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최 파급 효과 분석
-- 개요

-- 기술예측, 평가 체계,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 한국의 과학기술 관리 체계
분야별 참가자 피드백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주요 대외활동

≐≐

··’09년~’16년 프로그램 개최의 실질적 파급효과 및 개도국 과학기술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도 추적 조사
··조사 결과 분석 및 프로그램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향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방안
개선에 활용
발간물

-- 조사 대상 및 범위
··’09년~’16년까지 프로그램에 참가한 60개국 180명 개도국 고위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
··프로그램 구성, 내용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참가자 평가의견 수집
··한국의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노하우를 개도국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한 예시 등
사례 조사

KISTEP 소개

-- 주요내용
··프로그램 전반 및 성과 평가를 위한 조사·분석 프레임워크 설계
··참가자 평가의견 및 피드백 수집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추진
* 총
 5개 섹션(프로그램 평가, 단기적 효과 및 개인 역량 강화, 중·장기적 효과 및 조직·국가 역량 강화,
기타 의견, 개인정보)에 대해 조사 시행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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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외활동
국제 행사
포럼 및 행사
KISTEP 정기 포럼
정책네트워킹		
사회공헌활동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국제 행사

2017. 8. 29

국제 행사

2017. 11. 13~17

제9회 KISTEP-ISTIC 개도국 고위정책결정자
과학기술혁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임기철)은 8월 29일(화) ‘제3회 아시아혁신포럼
(Asian Innovation Forum, 이하 AIF)을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개최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유네스코 산하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협력 지원기관인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ISTIC)와 공동으로 11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에서 『제9회 KISTEP-ISTIC 개도국 고위정책결정자 과학기술혁신 교육·훈련
프로그램 (2017 KISTEP-ISTIC STI Training Program)』을 개최했다.

AIF는 2015년 시작해 올해로 3회를 맞는 연례 포럼으로,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 R&D 시스템 혁신, 지속가능한 그린 이노베이션
등을 주제로 집중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리차드 대셔(Richard Dasher)
스탠포드대학교 US-아시아 기술경영센터장이 기조연사로 나섰다.

2017년 프로그램에는 아시아(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이란), 아프리카(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스와질란드, 감비아, 세이셀),
남미(파나마) 등 총 14개국 과학기술 관련 부서 정책결정자 16명이 참가했다.

발간물

김 회장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빠른 시간에 재건에 성공한 데는 선진국의 제도적
인프라를 빠르게 캐치업한 배경이 있다”며 “하지만 그 캐치업 전략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R&D 평가 제도의 개선을 통한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 제고, 유연한 개방형 R&D 관리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혁신본부 등 제도적 거버넌스 강화, R&D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을
통한 국가혁신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기철 KISTEP 원장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 관계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개도국의 정책결정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경험과 혁신체계를 논의하는
자리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며 “KISTEP-ISTIC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국가 과학기술
정책 체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참가국과 향후 상호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대외활동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행사에는 오세정 제20대
국회의원과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시작된 이래 지난 8년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ISTIC
회원국 60개국의 과학기술 관련 고위 정책결정자 약 180명이 참여하여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을 견인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

제3회 아시아혁신포럼(Asian Innovation Forum)
개최

리차드 대셔 센터장은 “혁신 측면에서 아시아는 흥미로운 시장”이라며 “아시아의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스템 차원의 정부-산업-학계 간 교류가
필요하며 대기업이 개방형 혁신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KISTEP 소개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R&D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무롱핑 중국과학원
혁신개발센터장(CASCID), 시게하루 카토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장(NISTEP),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등이 플레너리 세션에 참여해 각 국의 주요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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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및 행사

포럼 및 행사

2018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2월 28일(화)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18년도 투자방향(안) 주제 발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심층토론(2부)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 위촉
전문위원
에너지·환경전문위
장용철
충남대학교 교수
최원호

KAIST 교수

생명의료전문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설명회는 차기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예산 배분ㆍ조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5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공공우주ㆍ에너지환경ㆍICT융합ㆍ기계소재ㆍ기초기반ㆍ생명의료ㆍ국방 등 7분야의
전문위원들은 각 분야별 핵심사업과 출연(연) 사업을 대상으로 기술ㆍ정책군별 사업설명
및 심층토론을 진행했다.

한 진
인제대학교 교수

주요 대외활동

2018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미래선도 과학기술역량
강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3대 분야로 선정, 기본방향으로 삼아 R&D 투자 효율성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술ㆍ산업 연계형 R&D 투자, △
중소-중견기업 육성, △국민생활 인트라와 공공서비스 혁신, △재난ㆍ재해 대응체계 혁신
등에 중점을 두었다.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 개최
주요 연구실적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차기 정부 R&D 투자방향을 제시할
‘2018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2017. 5. 15~19

발간물
KISTE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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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7. 6. 1

포럼 및 행사

2017. 6. 21

포럼 및 행사

제1차 KISTEP 미세먼지 대책 포럼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경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기초과학
연구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주관한 ‘STRONG KOREA 포럼 2017’이 6월 1일(목) 개최
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6월 21일(수) <제1차 미세먼지 대책 포럼 - 미세먼지,
그 실체와 과학기술적 접근>을 개최했다.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은 기초과학부터’를 대주제로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준비됐다.

토론에 참여한 손병호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일자리
지형변화’를 발표하며 과학기술인재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임기철 KIST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류의 건강을 비롯해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이슈인 만큼 복합적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고 밝혔다.

주요 대외활동

임기철 KISTEP 원장은 마지막 세션의 사회를 맡아 ‘앞으로 10년, 과학기술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KISTEP은 미세먼지 대책 TF팀을 구성, 과학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의 생성 원인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발생 저감과 피해방지를 위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연구실적

스트롱코리아 포럼 2017 개최

‘스트롱코리아 포럼’은 한국경제신문의 ‘과학기술 강국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2002
년부터 15년째 지속해 온 포럼이다.
발간물
KISTE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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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5

포럼 및 행사

포럼 및 행사

2017. 9. 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 한양대학교 글로벌 R&D센터와
공동으로 8월 25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정부 R&D
투자 20조 시대, 혁신 방향과 과제’ 포럼이 9월 25일(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다소 소외될 수 있는 지역 및 농어촌에 활력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고, 과학기술 연계 및 지역 R&D 투자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계획됐다.

이번 포럼은 신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 발맞춰 과학기술혁신(ST&I)에서의 R&D 예산
효율화를 증대시키기 위해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봉훈 한양대 글로벌R&D센터장은 ‘농어촌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수요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4차 산업혁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 지역과 유사한
선진국 스마트 팜 및 어업 기술을 적극 발굴, 청년일자리 교육과 연계해야 한다”며
“문화 및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고, 농어촌 연계 부가가치 창출
결과물이 지역에 재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자 한국과총회장의 개회사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기철 KISTEP 원장, 여야
국회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이건우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과학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총 14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주요 대외활동

‘정부 R&D 투자 20조 시대, 혁신 방향과 과제’
포럼 개최
주요 연구실적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연계,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 개최

발제를 맡은 KISTEP 손병호 부원장은 “과학기술의 성과가 경제 성장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R&D 투자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발간물

조재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정부 및 지역 R&D 연계 및
활용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최근 조선과 해운, 철강업 등 국가
주력사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지역 산업 구조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해 지역의 자립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앙 R&D 연계를
통한 지역의 단기적 경제적 성과와 중장기적 산업 육성의 균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KISTEP 소개

이어진 패널토론은 최세균 전 농촌경제원장을 좌장으로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장, 이정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사무관,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현태인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박천창 무진장 좋은 마을네트워크 대표가 패널로 참여하여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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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3

포럼 및 행사

포럼 및 행사

2017. 11. 21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안)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관한 ‘2017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가 11월 13일(월)에 개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11월 21일(화)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안)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호원 제5차 종합계획 총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혁신본부장,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대학
교수 및 과학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석하였다.
발제를 맡은 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지방분권에 맞춘 혁신
성장을 위해 중앙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적인 제도들을 갖추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R&D로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 R&D 생태계’ 구축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대외활동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를 주제로 강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윤익진
건국대 교수(대한이식학회 이사), 이영식 한양대 교수(기술영향평가위원장) 및 전문가,
시민포럼 대표,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바이오 인공장기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신기술에 대한 대국민 사회적 수용성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KISTEP 정상기 본부장은 ‘기술영향평가 제도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윤익진 건국대 교수/대한이식학회 이사는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에
대하여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이영식 한양대 교수(기술영향평가위원장)은 ‘17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연구실적

2017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
- 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 시민에게 묻다 -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추진 경과 보고 및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
(안) 발표’를 경청한 뒤, 해당 계획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다.

발간물

이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패널 토론 및 의견 수렴’의 토론을 진행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생각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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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및 행사

2017. 11. 22~23

2017년도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실시

2017. 12. 20

포럼 및 행사

제1차 전문기관 효율화 포럼 개최
-혁신성장 시대, 전문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

동 교육은 KISTEP 임기철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정권 예비타당성조사2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항목별 세부분석
방법과 사례를 설명하고,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임기철 원장은 개회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개념과 핵심적인 평가요소에 대한
방법론을 공유하여 더 나은 사업기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혁신성장과 R&D 효율화의 지속적인
서포터로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날 포럼은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 토의를 이끌
었다.

주요 대외활동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수행기관인 KISTEP은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소개, 정보 공유, 연구개발사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담당자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전주에서 2차례 진행되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기관효율화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제1차 전문기관 효율화 포럼 ‘혁신성장 시대, 전문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이
12월 20일(수) 개최되었다.

주요 연구실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1월 22일(수)~23일(목) 이틀간 서울 쉐라톤 팔래스
강남 호텔과 전주 라마다 호텔에서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계와 각 부처, 전문기관, 연구현장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전문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R&D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간물
KISTEP 소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226 + 227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7. 12. 21

포럼 및 행사

KISTEP
정기 포럼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안)
공청회 개최

KISTEP 수요 포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1일(목)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요 연구실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다양한 과학기술계 현안과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KISTEP 수요포럼」을 신설하여 매월 2회,
국제회의실에서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포럼은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구성되며, 2017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을 주제로 총 20회 개최됐다. 매 회 발표자와 참여자들은 각
주제에 따라 새로운 시각과 접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국민, 산ㆍ학ㆍ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마련된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라는 비전 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사회모습과 주체별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9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주요 대외활동

KISTEP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현재 직면한 이슈는 물론 다가올 미래
사회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 2017년 KISTEP 수요포럼 개최 현황 >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204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2018년 초 국가과학
기술심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일자

58회

’17.1.25

59회

주제

연사

’17.2.8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변화와 우리의 대응

박정일(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60회

’17.2.22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설계

이창원(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61회

’17.3.8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전략

류태규(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본부장)

62회

’17.3.22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서상희(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63회

’17.4.5

국방 연구개발의 개방과 협력

이정석(국방과학연구소 정책기획부장)

64회

’17.4.19

대한민국 우주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허환일(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65회

’17.5.24

미래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철학과 성공전략

김진영(ROA인벤션랩 CEO)

66회

’17.6.14

개방형 혁신을 위한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전략

오명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단장)

67회

’17.6.28

제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송성진(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68회

’17.7.12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세상과 우리의 대응

김동근(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69회

’17.7.26

블록체인과 사이버화폐

이영환(차의과대학교 융합경영대학원 교수)

70회

’17.8.23

뇌연구 신흥강국 전략

서유헌(가천대학교 석좌교수/뇌과학연구원장)

71회

’17.9.6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인재상과 사람중심의 시스템 혁신

이승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72회

’17.9.20

에너지, 미래 디자인

허은녕(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73회

’17.10.1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

박희재(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74회

’17.10.25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문화

최연구(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위원)

75회

’17.11.8

5G 이동통신 기술혁신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

박현철(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

76회

’17.11.22

글로벌 게임 산업 트렌드와 우리의 대응

조영기(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77회

’17.12.13

4차 산업혁명을 여는 눈(眼)! 빅데이터 기술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

이경일(솔트룩스 대표이사/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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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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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100분 토론회

❷ 제2회 KISTEP 100분 토론회

2017. 9. 27

4차 산업혁명시대, 자율과 책임의 R&D로 가는길
2017. 7. 5

Post PBS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연구자의 자율·책임·협력을 강조하는 연구
생태계로의 혁신적 변화로 상징되는 Post-PBS 시대에 국가 R&D의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이어 민경찬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장,
박승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 송혜영 전자신문 기자,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윤진희 인하대학교 교수,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표 경북대학교
교수, 현재호 테크노베이션 파트너스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여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PBS로 대표되는 현 R&D 시스템의 한계와 재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연구자 중심의 R&D제도 개선 방안」 을 발표한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관리와 규제 중심의 연구관리 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한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R&D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 입법기관의 R&D 법령 및 제도 개정, R&D 규제 완화 및 행정처리 간소화,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
「국가R&D체계, 새롭게 도약해야 할 시점」 을 발표한 박석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위원은 “연구자들 사이에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와 협력이 가능한 고품격 R&D시스템 구축으로 국가 R&D체계의 Quality
Improvement를 위해 집중해야할 때” 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민경찬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상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획처장, 송재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 팀장, 황농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김태성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박문정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교수, 임윤철
㈜기술과 가치 대표, 이영 ㈜테르텐 대표,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용하
서울신문 과학전문 기자가 패널로 참석하여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현재 R&D시스템의 문제점 및 시스템적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발간물

「새로운 R&D패러다임-자기주도형 개방형 혁신 플랫폼」 을 발표한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은 “혁신의 지속성, 정책효과, 융합, 사회혁신, 과학문화 측면에서 PBS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정합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제위기,
사회문제 해결, 4차 산업혁명, 신기후체제 등에 전략적 대응을 위해 Post-PBS 지능형
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혁신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R&D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대외활동

「국가 R&D 혁신시스템 진단 및 이슈」 를 발표한 류영수 KISTEP 평가분석본부장은 “양적인
투입의 한계 도달, 질적인 성과의 창출 요구 등 국가 R&D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면서, “정부 R&D사업의 재편을 통해 기초·원천 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출연연 등에 대한
안정적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혁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자체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연구실적

❶ 제1회 KISTEP 100분 토론회

KISTEP 소개

KISTEP 임기철 원장은 “규제와 관료중심의 R&D체제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자 중심
R&D체제로 변화해야할 때”라고 강조하며, “과학기술계가 그동안 그리던 목표인 ‘자율과
책임’을 제대로 소화해내고 국민이 바라는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고 설명했다.

KISTEP 임기철 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급
효과를 야기하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추격형 R&D 체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제는
과학기술계가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온 국가 R&D체제 전반에 대해 성찰해볼 시기로,
혁신적인 발상 아래 진지한 논의와 숙고 과정을 거쳐 혁신·도전적 R&D 창출의 기반이
되는 Post-PBS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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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5

❹ 제4회 KISTEP 100분 토론회

2017. 12. 13

Post PBS 시대로의 전환 : 혁신 선도국가로 가는 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R&D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연구자 중심 R&D 평가제도로의 전환 및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Post-PBS 시대를 준비하자는 취지로 지난 7월부터
3회에 걸쳐 ‘KISTEP 100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 R&D 평가체제 진단 및 이슈」 를 발표한 류영수 KISTEP 평가분석본부장은 “topdown 방식의 획일적 R&D 평가시스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응용·개발 연구 중심의 평가에서 기초 연구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평가 강화, 중간·최종평가 축소·폐지, 자체·특정평가 강화 등
자율성 기반의 연구자 중심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법제화로 뒷받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숙의 과정을 집대성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KISTEP 임기철 원장은 “자율과 수요자 중심의 R&D 시스템이 필요하며 도전적 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자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100분 토론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왔고, 12월 종합 토론회를 통해 Post-PBS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ost-PBS 시대의 개막: 사람중심 R&D 시스템 혁신방안」 을 발표한 KISTEP 손병호
부원장은 “Post-PBS 시대의 제도는 단순히 연구기관의 인건비 지원의 개선만이 아닌
도전·자율·창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의 R&D 관리와 평가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며, 특히 “정부 R&D 20조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20년간의 양적·
추격형 성장 틀을 과감히 깨고 미래 20년을 향한 질적·선도형 R&D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역설했다.

발간물

주제발표에 이어 민경찬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부장, 박형욱 UNIST 교수, 양현경 부경대학교 교수, 양현모
㈜집현 대표, 원호섭 매일경제 과학부 기자,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일라 대영산전 부사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연구자 중심 평가제도로의 전환 및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성이 논의됐다.

KISTEP 임기철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R&D 시스템은 연구자의 개성과 아이디어,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거의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KISTEP이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Post-PBS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요 대외활동

「연구자 중심 평가의 목적, 방법, 한계」 를 발표한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연구자
중심 평가를 통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여 연구 몰입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구의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 평가보다 중간 컨설팅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과정평가가 연구자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연구실적

연구자 중심 R&D 평가제도로의 전환과 혁신과제

주제 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은 이우일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 김원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이레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영 ㈜테르텐 대표, 임성무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 PD, 조성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원장, 하성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KISTEP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추진 전략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KISTEP 소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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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킹

네트워킹 활동

언론 속 KISTEP
3.21 동아일보

5.24
신정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혁신 방안 대토론회 개최

7.18
KISTEP-한국생산기술연구원
MOU 체결

8.21
KISTEP-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교(University of
Malaya) MOU 체결

9.15
과학기술혁신본부장-KISTEP
정책현장 간담회

5.31 한국경제

10.12
KISTEP-브라질
상파울로연구재단(FAPESP)
MOU 체결

10.26.
미국 대서양 협의회
(Atlantic Council)
KISTEP 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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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실적

9.6 매일경제

11.1 매일경제

주요 대외활동

7.6 전자신문

발간물
KISTEP 소개

12.14 디지털타임스
12.14 전자신문
7.6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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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디지털타임스

KISTEP 2017 연차보고서

사회공헌활동

KISTEP 과학기술분야 진로 멘토링

「과학기술 미래직업」 도서 배포

주요 연구실적
주요 대외활동

충북 서전고등학교 학생들

국립과천과학관

사랑의 온기 나눔 - 연탄 나눔

충북 진천 ‘평안의 집’ 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7년 12월
21일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연탄
은행에 연탄 7,000장을 전달하여 서울
서초구 소외계층에 사랑의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7년 12월
22일 나눔 활동 실천의 일환으로 충북
진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평안의
집에 필요물품을 전달했다. KISTEP은
2006년 5월 평안의 집과 자매결연 맺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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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식과 노하우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2017년 11월 8일 충북 서전고등학교와 12월 13일 충북 진천고등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인
멘토링 및 진로탐색 TIP 제공을 실시하여,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의 직업, 직업준비 과정, 전문가의 삶 등에
대해 학생들과 질의응답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KISTEP 소개

충북 진천고등학교 학생들

발간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7년 12월 14일,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과학기술 미래 직업을 소개하고자 초·중등용 ‘과학
기술 미래 직업’와 고등용 ‘과학기술 미래 직업’ 책자를 기증했다.

KISTEP 2017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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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발간물
주요
연구실적
주요 발간물
정기
연구성과
추진 연구과제

정기 발간물

이슈위클리

2006년 7월 창간한 이슈페이퍼는 과학기술정책·제도, R&D 기획·평가 등 KISTEP의
주요 업무와 관련한 최신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2017년에는 총 13호의 이슈페이퍼가 발간됐다.

2017년 10월 11일부터 이슈페이퍼의 명칭이 「KISTEP Issue Weekly」로 변경되어
총 12호의 이슈위클리가 발간됐다.
주요 연구실적

이슈페이퍼

발간호

제목

< 2017년 이슈위클리 발간 현황 >
저자 및 소속

발간호

제목

저자 및 소속

2017-1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혁신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2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인식과 전망

이승규, 지선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2

연구자 중심 R&D 제도혁신 방향과 과제

이재훈, 이나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3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전기차의 역설: 전기차 보급 및 전력수급 정책의
고려사항

안상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3

신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를 위한 정책제언

신애리, 윤수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4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과제

손병호, 김진하, 최동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4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 기반국내 스타트업의 현황 및 육성 방안

조길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5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의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 고도화

황기하, 정미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5

자율과 책무를 바탕으로 한 출연연 발전방향 제언

박소희, 안소희, 이재훈, 정의진, 정지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6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핵심철학과 과제

이장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6

바이오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제언

유거송(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철환(광운대학교), 박경문(홍익대학교)

2017-7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공장 R&D 현황 및 시사점

김선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7

신입 과학기술 인력의 창의성 및 핵심 직무역량 수준 진단과 시사점

김진용(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8

과학기술혁신 추동을 위한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 효율화 방향 탐색

고윤미, 이흥권, 김용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8

연구성과평가의 새로운 대안 지표 altmetrics：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이현익(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9

블록체인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김성준(㈜씨앤엘컨설팅)

2017-9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기주도형 지역 R&D 혁신체제 구축 방안

김성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10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령 분석 및 제언

이재훈, 이나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10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사업의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방안

조재혁, 나영식(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11

기업이 바라본 미래 과학기술인재상 변화 및 시사점

이정재, 서은영, 이원홍, 황덕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11

인공지능 혁신 토대 마련을 위한 책임법제 진단 및 정책 제언

박소영(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12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및 입법(안) 제안

강선준(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김민지(한국기술벤처재단)

2017-12

국가연구개발정보를 활용한 사업화 성과의 연계구조 분석

홍슬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13

비즈니스 모델 혁신 관점의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성과 분석

김수연, 임성민, 정욱, 양혜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소개

박종화, 김윤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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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이 바라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해·오염 대응
10대 미래유망기술

주요 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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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2017 연차보고서

ARP (Asian Research Policy)

2005년 11월 첫 발행된 통계브리프는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이슈와 관련된
과학기술통계지표의 가공 및 분석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종합조정, 기획 및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통계지표자료다. KISTEP은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성과, 기업 연구개발 활동, 과학기술 경쟁력 등의 분야에
대해 연간 30편 내외의 브리프를 발간한다. 2017년에는 총 30회의 통계브리프가
발간됐다.

2010년 3월 창간한 ARP(Asian Research Policy) 저널은 국내외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및 R&D 투자 관련 이슈를 학문적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영문 학술지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중심국의 과학기술
정책·방법론 연구, R&D 투자 및 평가 관련 현황과 이슈 등을 수록하며 연 2차례
발간된다.

호수

2015년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제03호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제04호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제05호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현황

제06호

2015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제07호

IMD 2017 세계경쟁력 연감 분석

제08호

2017년 세계혁신지수 분석

제09호

2016년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제10호

2015년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제11호

주요국 하이테크산업 현황 분석

제12호

2017년 유럽혁신지수 분석

제13호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제14호

미국 정부의 FY 2018 R&D 예산요구안 분석

제15호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연) 집행 현황

제16호

2017 WEF 세계경쟁력 보고서

제17호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제18호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소기업 부문 집행 현황

제19호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PCT 출원 현황

제20호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및 활용 현황

제21호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제22호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특허성과 현황

제23호

2016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제24호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비교

제25호

2016년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SCI) 발표 현황

제26호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활동 현황

제27호

세계 R&D 투자 상위기업 현황

제28호

OECD 녹색성장지표 2017

제29호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활동 현황

제30호

2017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Articles

The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Capability of Regions on R&D Performance of Individual Firms
By Young-hoon Kim
Selection of 10 Emerging Technologies in 2017: Pollution & Contamination Response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By Jonghwa Park, Yoon A Kim and Seung Ryong Lee
Cybesecurity Policy and Governance in Korea: A Close Look at "Authentication"
By Hyeon-Suk Lyu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Cybersecurity in India: Regulations, Governance, Institutional Capacity and Market Mechanisms
By Nir Kshetri
National Cybersecurity Governance and Implementation of Malaysia for the Critical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By Mohd Shamir Bin Hashim
Cybersecurity Governance Framework in Vietnam: State of Play, Progress and Future Prospects
By Candice Trân Dai

< 2017년 ARP Vol.7 Issue 2 목차 >
코너

제목 / 저자
[Special Article] Policy Integration in the Energy Sector of Indonesia: Analysis of Current Climate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Way Forward Towards SDGs
By Syamsidar Thamrin and Heiner von Lüpke
Internationalisation of R&D: A Review of Drivers, Impacts, and New Lines of Research
By Bernhard Dachs

Articles

Ex-ante Evaluation System of Government R&D Programs in Korea
By Hyun-Kyu Kang
Study on Innovation Model for the Enhancemen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of Science and
Technology Personnel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Jung-hwan Lee
A Stud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echnology Spillover Effect: Empirical Evidence from
OECD Member Countries
By Geon-woo Park
STEAM Education in Korea: Current Policies and Future Directions
By Oksu Hong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Integrating STEM Education into the Global Landscape in China
By Yuan Gao
STEM Education in Malaysia: Policy, Trajectories and Initiatives
By Edy Hafizan Mohd Shahali, Ihsan Ismail and Lilia Ha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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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 연구활동 현황

제목 / 저자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in Tajikistan: Present Status and Highlights
By Mamadsho Ilolov and Karimova Sakina

KISTEP 소개

제01호
제02호

코너

발간물

244 + 245

KISTEP 통계브리프

< 2017년 ARP Vol.8 Issue 1 목차 >

주요 대외활동

< 2017년 통계 브리프 발간 현황 >

주요 연구실적

통계 브리프

KISTEP InI

KISTEP R&D and Beyond는 KISTEP의 주요 업무 성과와 활동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유관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창간한 영문 기관지다.
연간 발행하는 R&D and Beyond는 한국의 R&D 통계, 주요 정책 이슈와 동향
분석, 과학기술분야와 연관된 주요 인물의 인터뷰 등을 수록한다.

2014년 3월 창간한 KISTEP InI(Inside and Insight)는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 및
R&D 투자 관련 이슈를 학문적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격월간 전문지이다. 과학기술 정책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정책원고, 칼럼, 과학기술분야와 연관된 주요 인사의 인터뷰, KISTEP 소식
등으로 구성되며 2017년 총 6회를 포함, 현재까지 총 23호를 발간하였다.

코너명

주요 내용

< 2017년 KISTEP InI 발간 현황 >
발간호

코너명

InI People

• Who will Design the 4 Industrial Revolution? (Insuk Ki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Transforming the National R&D Management System (Kil-woo Lee, KISTEP)
• People Come First in S&T Innovation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Yeon-Goo Choi, Korea
Feder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 Waiting for Godot (Jang-jae Lee, KISTEP)

Featured

246 + 247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 연구 소개와 이의 시사점 (김무웅 KRIBB 책임연구원, 우창우 KRIBB 연구원)

2017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특징 (안승구 KISTEP 연구위원, 배용국 KISTEP 부연구위원)
R&D InI

18호

• Future Policy Directions in the area of 5G Mobile Communications (Seung-ku Ahn from KISTEP,
Hwang-su Jeon from ETRI)
• The 5th Science and Technology Foresight (2016-2040) (Jonghwa Park, Seonmi Ji, KISTEP)
• Policy Design for Prosperous Venture Ecosystem (Yeon-gu Heo,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 S&T and Innovation Policy Directions and Agenda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eung
Kwon Lee, Soyoung Park, KISTEP)
• Major Status and Features of 2018 Government R&D Budget (Woong-Yong Han, Juil Kim, KISTEP)
• Inauguration of Dr. Kichul Lim, as the 8th President of KISTEP
• MOU with University of Malaya, Malaysia
• MOU with São Paulo Research Foundation, Brazil
• The 3rd Asian Innovation Forum
• Meeting with Atlantic Council
• The 9th KISTEP-ISTIC STI Training Program for High Level Policy Makers
• 2017 Technology Assessment Open Forum
• Public Hearing on the 4th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2018-2022)

텍스트마이닝에 의한 기술용어 기반의 기술수명주기 분석 (정정규 KISTEP 부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과 법제도의 역할 (허인 KIPP 부연구위원, 전정화 KIPP전문위원)
2017년도 KISTEP 시무식 개최
KISTEP News

KISTEP 개원 18주년 기념식 개최
제59회 수요포럼 개최

R&D Inforgraphic

[K-브리프 2016년 제27호] 2016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차기정부, 과학기술 종합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송혜영 전자신문 기자)

InI View

새 시대에 걸맞은 계몽주의, 과학기술이 견인해야 (송치성 KIMM 책임연구원)
국내외 5G 이동통신 정책 추진 방향 (안승구 KISTEP 연구위원, 전황수 ETRI 책임연구원)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 (한성구 KISTEP 연구위원)

R&D In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한국 사회의 대응방향 (이승규 KISTEP 연구위원, 지선미 KISTEP 연구원)

19호

USTR NTE 보고서 상 ICT 무역장벽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박은지 KISDI 연구원)

• The 3 Asian Innovation Forum

KISTEP, 제8대 임기철 원장 취임

rd

•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in 2016
• Status of Korea’s Female R&D Workforce in Science, Engineering & Technology in 2015
• Status on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and Utilization of Korean Universities
• National R&D Project Execution Status in 2016
• Comparison of R&D Investment in Kroea and Major Countries

CES 2017 혁신의 현장을 가다 (정현정 지디넷코리아 기자)

KISTEP News

KISTEP, 미래부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 발간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R&D Infographic

Special

제4차 산업혁명을 누가 설계하는가? (김인숙 KDI 초빙연구위원)

KISTEP 소개

KISTEP News

InI View

발간물

R&D InI

• Do-yeon Kim, President of POSTECH
• Sung-il Yi, President of KITECH

주요 내용
인문학이 인공지능을 누리는 날 (곽재식 화학자, 소설가)

th

InI View

주요 대외활동

< KISTEP R&D and Beyond 2017 목차 >

주요 연구실적

KISTEP R&D and Beyond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안) 공청회 개최

2018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R&D Inforgraphic

[K-브리프 2017년 제02호] 2015년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KISTEP 2017 연차보고서

발간호

코너명

주요 내용

발간호

코너명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채재우 KIMS 책임연구원)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 다가올 위험과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단상 (정상기 KISTEP 연구위원)

InI View
스타트업을 위한 IP 정책 제언 (조원희 스타트업 지원 전문 법무법인 D’light 변호사)
InI People

InI View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사회 안정, 자체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이 선결돼야” (김도연 POSTECH 총장)

82년생 김지영, 2018년은 어떤가요? (류준영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과학부 기자)
InI People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과 과제 (이흥권 KISTEP 선임연구위원, 박소영 KISTEP부연구위원)

20호

계량정보분석 방법의 이해 및 정책적 함의 (이우형 KIAT 책임연구원)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2016~2040 (박종화 KISTEP 부연구위원, 지선 KISTEP 연구원)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전기차의 역설 : 한국의 미세먼지 (PM 2.5) (안상진 KISTEP 연구위원)

R&D InI

스트롱코리아포럼 2017 개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 개최

우리나라 민·군 기술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황지호 KISTEP 선임연구위원, 나승혁 KISTEP 연구위원)

신정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혁신 방안 대토론회 개최

제4회 KISTEP 100분 토론회 개최

제65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KISTEP News

2017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 바이오 인공장기의 미래

과학기술혁신도, 4차 산업혁명도 사람이 먼저다

제9회 KISTEP-ISTIC 개도국 고위정책결정자 과학기술혁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최

(최연구 KOFAC 연구위원, 프랑스 마른 라 발레 대학 국제관계학 박사)
InI People

“중소·중견기업 현장에 가장 가까운 산업계 허브 구축이 목표” (이성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KISTEP, 2017년도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실시

R&D Inforgraphic

[K-브리프 2017년 제21호]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비교

주요 대외활동

InI View

제77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K-브리프 2017년 제05호]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현황

Post-PBS 시대를 준비하자 (이길우 KISTEP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허브 보스턴 진출을 통한 이스라엘 바이오기업의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김정석 보스턴대학교 퀘스트롬 경영대학 방문연구원, 김종성 보스턴대학교 퀘스트롬 경영대학 교수)
국외 사례를 통한 국내 스마트 시티 추진 방향 제언 (유성민 IT 칼럼니스트)

23호

KISTEP News

R&D Inforgraphic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신산업 성장 이끌어야”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주요 연구실적

R&D InI

미래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의 변화 (정우성 POSTECH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 중심 과학기술 연구와 미래인재상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한국 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정책제언 (허영구 (사)벤처기업협회 실장)
R&D InI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정책의 추월·스마트화 전략 (오세홍 KISTEP 선임연구위원, 손석호 KISTEP 연구위원)

21호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Korea4.0 비전 (고영주 KRICT 대외협력본부장)

발간물

KISTEP, 제3회 아시아혁신포럼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연계 지역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 개최
KISTEP News

KISTEP, 제1회 100분 토론회 개최
KISTEP-한국생산기술연구원 MOU체결
제67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R&D Inforgraphic

[K-브리프 2017년 제07호] IMD 2017 세계경쟁력 연감 분석
자율과 책임의 R&D 생태계를 기다리며 (이장재 KISTEP 선임연구위원)

KISTEP 소개

InI View
케모포비아 시대와 과학기술의 역할 (신용승 KEI 선임연구위원)

InI People

“민간 상호보완해 지역 R&D 혁신 이끌어야” (곽재원 서울대 객원교수)
신약개발 분야 정부/민간 R&D 역할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 (홍미영 KISTEP 연구위원)
새로운 연구개발 체계로 도약해야 할 시점 (박석주 NST 전문위원)

R&D InI
알파고는 스스로 신의 경지에 올랐다 (이정원 ETRI 선임연구원)

22호

미래 사회 활동적 고령화 확산을 위한 고령인재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김영생 KRIVET 선임연구위원)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KISTEP, 제3회 100분 토론회 개최
제74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KISTEP News
KISTEP, 브라질 상파울로연구재단(FAPESP)와 MOU 체결
‘정부 R&D 투자 20조 시대, 혁신 방향과 과제’포럼 개최

R&D Inforgraphic

248 + 249

[K-브리프 2017년 제13호]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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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주요
소개
연구실적
주요 연구성과
연혁
추진 및
비전
연구과제
추진전략
주요 기능
조직 구성
국내·외 협력기관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소개

KISTEP이 걸어온 길

비전

Vision

미래 혁신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목표

사람 중심의 선제적 정책 제시와 신뢰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
현장 중심의 실효적 전략 제시와 혁신 정책 과학화 기반 구축

주요 연구실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전신은 1987년 1월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enter for S&T Policy; CSTP)다. CSTP는 1993년 5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STEPI)로 개편되었고, 정부는 1999년 2월 STEPI의 정책연구기능과 연구관리·평가 기능을 분리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現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했다.

비전 및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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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확대·개편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설립목적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 및 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기여

Inno-PACE
전략 1 |

주요 대외활동

설립근거

Mission

함께 하는 혁신

Planning

전략 2 |

Coordination

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IP)설립

1993. 05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

1999. 02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설립
장문호 제1대 원장 취임

과학기술혁신(STI) 정책기획 체계화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성 강화

2001. 0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확대·개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 기능 강화
최수현 제2대 원장 취임

•혁신정책기획플랫폼 구축
•미래 과학기술 대응력 강화
•R&D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이행력 강화

•R&D 투자 심층 이슈분석
•객관적·전문적 예산배분·조정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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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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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및 KISTEP으로 소관 변경

2014. 02

KISTEP 창립 15주년

2016. 07

임무중심형 기관종합평가 ‘우수등급’획득

2017. 04

임기철 제8대 원장 취임

2018. 02

KISTEP 창립 19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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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

전략 4 |

Innovation Intelligence

증거·신뢰기반 평가체계 구축

정책 및 의사결정의 과학화 기반 구축

•타당성조사 전문역량 강화
•신뢰기반 성과평가체계 확립

•근거 기반 정책실현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통계정보 고도화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기반 과학기술
정책과학화 체계 정립

전략 5 |

지
원

Evaluation

Advanced management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과 창의적 연구를 위한 환경 조성
•역량중심 인재육성전략 수립, 일·가정이 양립하는 출연(연) 환경조성
•투명성·청렴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과학기술 정책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확산 채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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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화 제4대 원장 취임

2007. 11

전
략
·
성
과
목
표

KISTEP 소개

2007. 03

연
구
사
업

발간물

1987. 01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창의인재육성방안 등 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

주요 기능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
▒

과학기술정책 조정
•범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분석 및 특정 분야 심층분석 연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운영 지원 및 정책현안과제 발굴

▒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획 및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의 기획, 운영 및 개선 방안을 마련

과학기술
정책·계획 수립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성과확산

2

4

국가연구
개발사업
투자전략수립 및
예산배분·조정

5

6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및 예산 배분·조정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예산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별·기술별 세부투자전략을 수립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 지원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국내외 R&D 동향 분석 및 주요 기술·정책분야 투자전략 연구
•정책·기술·현안 이슈 등에 따른 차년도 정부 투자방향 및 예산배분·조정의 기준 제시

▒

주요 대외활동

과학기술 예측
및 전략 수립

3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요 연구실적

KISTEP 6대 주요 임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정책적 중점추진분야와 기술분야별 현안이슈를 반영한 차년도
예산배분·조정(안) 마련

미래전망 및 과학기술 예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성과확산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산출된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평가하며, 주요성과를 발굴하고 효과적인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발간물

사회 전반에 대한 미래발전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하며, 기술 수준평가·영향 평가, 표준분류, 유망기술 선정 연구 등을 수행한다.
▒

•국가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별 투자·성과 간 연관 분석 및 주요 쟁점별 투자영향분석 실시

과학기술 예측 및 전략수립

1

•미래사회 변화 전망 및 과학기술 발전 추세 분석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을 예측하고 국가적 대응방안을 모색
•기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미래유망기술 발굴
▒

▒

국가과학기술 전략 수립 지원

•전년도 정부가 투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 포함)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국가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중점과학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 수립 지원

•OECD 매뉴얼에 따라 민간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
▒

기술수준·영향평가 및 표준분류체계 확립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수준을 평가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수립

•국가평가체계(NES) 고도화를 위한 성과평가 모형 등 성과평가방법론을 연구
▒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차년도 중점투자방향 수립 등 지식재산
전략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

•매 5년마다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
254 + 255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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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등 주요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활용실태 조사 및 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 점검을 수행

과학기술 정책·계획 수립

과학기술정책 기획 연구

국가 R&D 성과 확산 및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발굴·선정 및 홍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며 동시에
관련 제도 등을 기획·운영·개선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상위평가 및 출연(연)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성과평가
매뉴얼, 표준성과지표 등을 개발ㆍ보급

▒

KISTEP 소개

•사회문제 등 범부처 미래사회 이슈의 선제적 발굴과 심층 분석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전략 수립 지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및 연구개발활동조사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형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정부투자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며, 동시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와 관련 방법론 연구 등도 수행한다.

조직

이사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감사부

감사(비상임)

원 장

반부패·청렴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사업 중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의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기술성 중심의
선정평가

부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부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기반연구

전략기획센터

경영지원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지침 제·개정
•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및 기반연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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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외활동

▒

5본부 1부 1단 17센터 8실, 1부설 (’18. 1월말 기준)
주요 연구실적

▒

조직 구성

국제기구, 선진국 및 개도국 등과의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여 과학기술 지식 교류의 허브를
형성하고,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한 국가 발전 지식·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한다.
정책기획본부

* AAA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QF: Qatar Foundation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래 과학기술 이슈의 지속적 탐색·발굴 및 글로벌 과학기술 아젠다의
선제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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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IC: 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entre for South-South Cooperat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인원

228명(’18.1월말 기준)

직급별 인원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전문저널 및 영문 기관지 발간
학위별 인원

•KISTEP 주요 연구 성과 및 활동을 소개하는 영문 매거진 KISTEP R&D and Beyond 발간
전공별 인원

임원

연구직

전문관리직

무기계약직

1(0.4%)

198(86.8%)

17(7.5%)

12(5.3%)

박사

석사

총

학사 이하

139(61.0%)

68(29.8%)

21(9.2%)

행정·경영·경제

이학·공학

인문사회·기타

80(35.1%)

128(56.1%)

20(8.8%)

228

※ 여성인력 : 81명(35.5%), 해외박사인력 : 26명(11.4%)

256 + 257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학기술정책 분야 학술 교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Asian Research Policy (ARP) 발간

(단위 : 명, %)

KISTEP 소개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경험의 국제적 확산·보급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협력 지원기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ISTIC***)’와 함께 개도국
고위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경험 소개 및 노하우 등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재정투자분석본부

과학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한·중·일 등 아시아 협력국, AAAS*, QF** 등 관련 전문단체와의 지속적·
전략적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유지

▒

평가분석본부

발간물

▒

사업조정본부

국내 협력기관
KISTEP 이사회 임원 현황

손 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센터장

임기철

KISTEP 원장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이상완

삼성전자 고문

강대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융합연구원장

이우일

서울대학교 교수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사장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송규영

울산대학교 교수

김성근

서울대학교 교수

권오경

한양대학교 교수

이병건

종근당 대표이사 부회장

김이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한선화

前)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고영길

KISTEP 비상임 감사

선임직(11)

감사(1)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혁신 지원 정책 수립

포스텍(POSTECH)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연구협력 및 상호교류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 R&D(연구·개발) 투자 전략성 강화 및 성과 확산

[다자간 업무협약]
46개 정부 산하 연구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
9개 정책금융기관**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간 네트워크 활성화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연구, 학술 등 공정무역 업무협력을 위한 행정지원
공정무역제품 사용, 공정무역 홍보활동과 향후 캠페인협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과학기술분야 젠더이슈 연구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정책, R&D분야 성별영향분석 등 공통 관심분야 연구

한국연구재단(NRF)

우수성과 발굴·성과확산, 과학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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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과학기술 정책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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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EP 소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9개 금융기관)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정부) 금융위,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문화부, 국토부, 중기청, 특허청, 농림부, 총리실, 환경부(11개 부처 46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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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이사장(1)

당연직(3)

소속 및 직위

주요 대외활동

성명

주요 협력 내용
주요 연구실적

구분

기관명

국외 협력기관

중국

• The Institute of Science and Development,
Chinese Academy of Sciences(CASISD)
•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CASTED)

총 17개국 28개 기관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Georgia Tech Research Corporation
•Korean American Bio Industry Council
(KABIC)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

러시아

•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
Higher School of Economics(HSE)

주요 연구실적

미국

카자흐스탄
독일
파키스탄

• Mehran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MUET)

브라질
일본

•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NISTEP)

쿠웨이트

• Kuwait Institute
for Scientific Research(KISR)

• The São Paulo Research
Foundation (FAPESP)

주요 대외활동

• Alumninetzwerk
Deutschland-Korea(ADeKo)

• National Agency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NATD)
• National Cen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NCSTE)

인도

• Zaheer Science
Foundation
(ZSF)

칠레

• National Council of Innovation for
Development Chile (CNID)

카타르

발간물

• Qatar National Research
Fund(QNRF)
말레이시아

KISTEP 소개

• Academy of Sciences Malaysia(ASM)
• 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entre for South-South
Cooperat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ISTIC)
• Malaysian Industry-Government
Group for High Technology(MiGHT)
•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 Perdana
School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UTM)
• University of Malaya
베트남

•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Strategy
Studies(NISTPASS)
인도네시아

•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KACST)

• State 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RISTEK)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ITRI)
• Science & Technology Policy Research
Information Center (STPI)
•The College of Management of
YuanZ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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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주요
2018
연구실적
주요사업
추진계획
주요 연구성과
추진 연구과제

2018

주요 사업 추진 계획

과학기술 미래 예측 및 전략수립

• 규제비용분석 모형 등을 활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 과학기술 분야 규제비용편익 분석 연구

■ 기술 예측·영향평가·수준평가 및 표준분류체계 확립의 전문적·효율적 추진

• 고유임무 중심의 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 추진과 평가제도 개선 관련 연구

• 국가 R&D 제도 체계 및 구조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

• 제3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 예측된 미래기술 대한 실현도 평가 추진

주요 연구실적

1

■ 미래선도형 과학기술인재 육성·활용 위한 정책연구 및 과기인재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선정 및 기술영향평가 수행

• 미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방안 연구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주요 4개국(미국, EU, 중국, 일본) 대비
국내 기술수준 평가

• 중장기 과학기술인재 수급전망 및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국내외 다양한 통계 및 정책 정보
생산·조사·분석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운영방안 개선 및 개정수요조사 실시

※ 과학기술인재정책 종합정보시스템(HRSTPolicy.kistep.re.kr) 서비스 실시(’18년)

• 기술혁신 관점에서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위험 예측

■ 지역R&D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 기술발전으로 변화될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 전망

주요 대외활동

•증
 거·사실 기반 과학기술인재정책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 전략적 기술예측을 위한 과학기술 예측기반 강화 연구 추진

• 연구개발지원단,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 사업 기획 및 컨설팅 추진
• 실태조사, 연감,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등 17개 시도별 지역R&D 주요 통계조사 시행

■ 혁신성장동력 발굴·육성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활성화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 후속과제(지방 R&D 효율화 등) 및 (가칭)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센터 설치 추진

•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맞춤형 추진전략 수립 및 ’18년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신규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 상세기획 지원 등 신규 분야 발굴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기술기반 고성장기업 육성 정책 연구 수행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감형 과학기술전략 수립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의 전담지원 및 기반강화

발간물

• 정책 현안의 효율적 대응 및 현장 수요 반영을 위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추진 효율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전담 지원

•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수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분석 및 검토 지원

• 국민생활 및 삶의 질 관련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효율적 중개역량 강화

• 정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
• 정부 R&D의 상시 검토체제 구축을 통한 사업별 심층 분석
•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결과 홍보

2

과학기술 정책·계획 수립 지원
■ 과학기술분야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정책기획 시스템 고도화

KISTEP 소개

• 연구현장 대상 주요 R&D사업 추진현황 설명회

■ 국가 R&D 투자방향 및 효율화 방안 연구
• 차년도 국가 R&D 투자방향 수립 지원
• R&D 투자이슈 현안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확정 및 1차 년도 시행계획 수립

• 공공기관 R&D 투자현황 분석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 연구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범부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연계성 강화

•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 국내 혁신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산업 활성화 정책 연구
• 과학기술 정책·기술 동향조사·분석 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S&T
GPS) 운영 효율화

■ 과학기술분야 R&D 제도 혁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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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전문성 강화
• 글로벌 R&D 투자동향과 예산 제도 및 추진체계 분석
• 주요 기술분야 주요 이슈 및 니즈·도전과제 도출을 통한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 주요국 산업, 정책, 기술동향 분석 및 국가 R&D 투자전략 제시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연구자 중심의 R&D제도 혁신 추진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주요 기술분야별 기술동향, 산업동향, 정책동향, R&D 투자동향을 분석한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발간

• R&D 제도 혁신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한 주요국 과학기술분야 제도 동향 연구 및 시사점 도출

• KISTEP 수요포럼 및 R&D 투자전략 콜로키움 개최
KISTEP 2017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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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과학기술 현황 종합인식조사 설계, 조사 및 지표화 연구

2018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관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조사체계 개선 및 기반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성과확산 지원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세부 분석방법론의 개발 및 조사수행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향후 표준지침 개정 시 반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 활용도 및 신뢰성 제고

•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조사 수행 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규정, 지표, 데이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정리하여 안정적 조사 기반 구축

• 효율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기획 및 평가시스템 기반 강화
•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중간평가(18개 부처 111개 사업) 수행
• 평가-정책-예산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정책현안 중심의 심층분석 강화 및 결과 활용 실효성
제고(상반기 사업군 컨설팅 평가, 하반기 개별사업 심층분석 평가)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제도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 각계 전문가와 내부연구진이 참여하여 분석방법론, 수행체계 개선방안 등을 발제하고 토론하는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확대 운영

• 기관임무에 따라 수립한 연구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도 및 우수성 평가를 통한 연구기관의 우수
성과 창출 도모(4개 부처·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11개 기관)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및 사업기획방법론 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확대

■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슈 도출 및 정책연구 수행

• 기술성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신규사업의 기획·추진체계의 혁신 추진

• R&D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정부 R&D예산편성 지원

• ’19년도 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 정부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현안 이슈 분석 및 제도개선안 마련
• 정부 R&D 예산 적정 규모 추정을 위한 방법론 탐색

■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정책 지원 위한 분석 모델·서비스 개발
•조
 사·성과분석 자료와 연구개발활동조사 자료의 교차분석을 통한 정책 해상도 제고

• 정부 R&D 투자 관련 이슈에 대한 진단 및 심층연구

• 정량자료와 연계분석 가능한 정성자료군을 발굴하고 신규 지표 구성 가능성 탐색

• R&D 투자 생산성 추정을 위한 탐색 연구

• KISTEP 주도 통계·지표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검증기간 단축, 국제 비교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NESTI 등) 참여 활성화

발간물

• 검증된 자료, 신규지표, 분석모델은 K2-Base를 통해 서비스하여 KISTEP 위상 제고

• KISTEP 주도 복합지표(COSTII, R-COSTII)의 평가모형 개선과 신규 지표 발굴

주요 대외활동

• ’17년 종료 또는 ’18~’19년 종료예정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 및 ’13년 종료 사업의 성과 활용·
확산 실적에 대한 추적평가 실시

■ 변화하는 혁신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통계·지표 발굴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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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획·평가 네트워크 역량 강화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강화 및 국제협력 플랫폼 운영
• 협력기관과 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아젠다의 지속 발굴을 통한 국제사회 현안 논의 참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성과활용 정책 아젠다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운영 활성화 및 홍보·교육 강화, 해외정책 벤치마킹 등을 통한
제도 고도화 추진

• 국제협력 활동의 내실화 및 KISTEP 연구 영역 확장을 위한 글로벌 공동 연구 추진

■ 한국형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지식 및 경험 개도국 전수
• 개도국 고위 정책결정자 대상 제10회 KISTEP-ISTIC STI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최

• 국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및 시행계획 점검 평가 업무 지원

• 지난 9년간 개최한 프로그램 파급효과 및 우수 사례 조사

• 국가 지식재산전략 추진의 효율성·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연구

• 국가별 협력 수요, 목적 및 대상에 따른 자문·컨설팅, 연수 프로그램 등 전략적 협력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정책 이슈 분석

• 과학기술 정책 분야 학술 교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문 학술지 Asian Research Policy 지속
발간(연 2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 KISTEP 연구성과, 주요활동 및 국내외 정책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영문 정기간행물 KISTEP
R&D and Beyond 발간(연 1회)

•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266 + 267

• 정기 발간물 외에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동향 및 KISTEP 대표성과를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영문 콘텐츠 기획·제작
KISTEP 2017 연차보고서

2018 주요사업 추진 계획

■ 영문 과학기술 정책 정기간행물 및 전문자료 발간

5

KISTEP 소개

발굴을 위한 연구
• 2018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연구성과 활용·실태조사 추진, 우수성과 100선
선정 등 지속적인 성과관리·활용 정책 지원

• 아시아혁신포럼 등 국제협력 플랫폼 운영을 통한 과기혁신 싱크탱크 네트워크 확대 및 교류
활성화 추진

KISTEP 2017 연차보고서
발행일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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