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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KISTEP은 충북혁신도시 신청사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과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선봉자로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
사상 최초로 정부R&D 예산 20조원 시대에 진입한 2019년은 KISTEP이 설립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시기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5G
통신기술 상용화, 초대질량 블랙홀 관측, 뇌질환 유발원인 규명 등 ‘세계 최초’
라는 수식어가 따르는 많은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규제로 촉발된 위기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R&D 투자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경제성장을 우선했던 과학기술은 인공지능, 바이오신약, 수소경제,
에너지 분야 등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 창출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역할이 중요해진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호주 산불, COVID-19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 지구적 문제
대응을 위한 R&D의 역할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 글로벌 이슈의 대응 과정에서 ‘과학기술
중심사회’는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에 KISTEP은 과학기술 예측, 기술영향평가, 연구개발활동 및
기술수준 조사는 물론 국가R&D 기획·예산배분·관리·평가 및 성과확산 등
전주기에 걸친 국가R&D 정책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현실을 진단하여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고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아젠다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이렇게 달려온 KISTEP의 발자취를 요약한 책자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주요 연구 성과와 실적 등을 담았으며 기관 미션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들을 수록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과학기술계 연구자는 물론
정책 연구자, 그리고 국민들이 과학기술정책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KISTEP은 국가 R&D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과학기술혁신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정부R&D 예산 30조 시대를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R&D성과 창출을 위해 고민하며 미래의 씨앗인 과학기술분야에 투자가 지속적
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Plan-Do-See, R&D 전주기에 걸친 체감성과
확산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지방 경쟁력 강화, 지구촌
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그리고 점차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에 있어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더욱 강화하겠
습니다.
2020년 1월 KISTEP은 지난 20여년 간의 서울 양재동 시대를 마감하고 충북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힘찬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KISTEP은 이곳에서 국가
기술혁신체계와 국가과학기술정책 발전을 위한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생거진천, 행복음성, 충북혁신도시에서 KISTEP이 열어갈 그 길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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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KISTEP 2019
1월

2월

January

4월

April

7월

July

October

●


2019년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1.9～1.17)

●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1년
성과와 발전 토론회(4.22)

●


KISTEP
사회문제 커넥팅 토론회 :
한국사회의 미세먼지 문제맵(7.1)

●


제5회
아시아혁신포럼 개최
(10.3~10.5)

●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1.17)

●

●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식
(7.2)

●


제11회
KISTEP-ISTIC STI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최(10.29~11.1)

●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실무추진단
현판식(1.24)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 개선 설명회
(4.26)

●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10.30)

●

KISTEP 개원 20주년 기념식(1.31)

February

5월

May

●


2020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2.26)

●

●


2019년
KISTEP 10대 미래유망
기술 발표(2.28)

●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5.13~5.17)

●


제1회
NIS 정책 콜로키움 「R&D 정책
난제 국가 R&D 투자 적정 규모」
(2.28)

●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교육(5.20)

8월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5.10)

August

March
●

100회 수요포럼(3.13)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방안 관련 서울·경기·강원권 산학
협력단장 간담회(3.21)

6월

June
●


IMD
2019 세계 경쟁력 연감 분석
및 통계브리프 자료 발간

9월

11월

November

●

투자효율화 포럼(8.27)

●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
설명회(11.19 서울, 11.26 대전)

●


2019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
‘소셜 로봇’의 미래, 시민에게 묻다
(11.22)

●

3월

10월


제5회
NIS 정책 콜로키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과제」(8.29)

September

12월

December

●


주요
과학기술통계 100선 2019-1
발간

●


국가
R&D 평가제도 혁신방안 정책
간담회(12.11~12.12)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9.23)

●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토론회 :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전(12.19)

●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대표단 KISTEP 방원(9.26)

●


KISTEP-한국신용정보원
업무협약
체결(12.19)

주요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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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성과


신규
성장동력 분야 발굴 및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
수립
- 중장기 미래예측, 국민·사회 수요를 기반으로 국민생활 변화, 사회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발굴·선정
- 일관되고 체계적인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R&D 투자 연계, 선제적 규제 혁신, 주기적
점검·평가, 법·제도 기반 마련

과학기술예측 및
전략수립 강화

●
●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 설계

다부처공동기획연구 발굴·선정 및 사업 제도개선
- 제9차 다부처공동사업 선정(4건)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단계별 문제점 진단 및

※ 국내 현황분석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미래사회 전망, 주요 이슈별 미래모습 제시,

개선방안 마련*

예측조사의 인지도 향상 등 조사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안) 마련

* 다부처R&D사업 기획, 예타조사, 예산투입, 성과관리 및 거버넌스 고도화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10대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발표
※ “인구구조의 고령화(’13)”, “안전위험의 증가(’14)”, “한국사회 격차, 불평등의 증가(’15)”, “삶의 만족도·
사회적 신뢰 하락(’16)”, “생활 공해와 환경오염의 증가(’17)”, “스마트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18)”,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19)”, “초연결·초지능 시대의 도래(’20)”

●

기술수준평가(매 2년) 및 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향 평가(매년) 수행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12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하여 한국, 중국, 일본, EU

과학기술정책 및
계획 수립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 상정 의결 (’19.3월)

및 미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평가(’18년)
- 소셜 로봇 기술(’19년) 등 ’03년 이후 20개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수행
●


과학기술분야
총괄 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18년도
추진실적 및 ’19년도 시행계획* 수립

●

「국가R&D 혁신방안」 ’19년도 이행점검 지원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R&D 혁신방안 실적점검단 및 자문단 구성·운영*(’19.5-7월)

스마트 혁신 시대의 미래전망 및 과학기술혁신정책연구(I) 추진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9.6월)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과학기술 혁신정책 핵심영역별 2030년 미래사회

* 점검단 회의 3회(5.30, 6.17, 7.12), 자문단 회의 2회(6.26, 7.9)

전망 및 기회·위험 이슈 발굴

**산·학·연 연구자(450명) 대상

※ 차년도 후속연구를 통해 동 과제에서 발굴된 미래 위험이슈의 대응전략 마련
●
●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연구(I)
추진

- 중장기계획(84개) 간 연계성·정합성·중복성 등 분석(운영위 상정, ’19.6월) 및 종료

- 독일 프라운호퍼 ISI와 공동 예측방안을 마련하고 “형태분석법에 기반한 시나리오

*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예정의 계획은 정책 수립·시행과정에 대한 심층분석* 추진

방법론”을 시범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의 미래” 사전 예측연구 수행
※ 2019년도는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차년도(’20년)에 공동예측 연구 수행

●

범부처 파괴적 혁신도전 프로젝트 기획** 추진(~’19.12월)
- 「국가R&D 혁신·도전성 강화 방안(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보고(’19.5월)

●


과학기술기획
및 혁신정책 수립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미래예측 관련 역할
재정립 연구 수행

* 1. 혁신도전적 연구확대와 기획의 전략성 강화, 2. 대형 R&D사업에 전문 관리방식 도입, 3. 도전성 강화를

※ 과학기술예측조사, 기술영향평가, 기술수준평가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방법론 개선 및 활용도

** 테마 발굴협의회·관계부처·공모 등을 통한 연구테마 발굴·선정, 범부처 추진위원회 구성, 프로젝트

위한 제도혁신, 4. 범부처 파괴적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
추진단 설치, PM 발굴·선정 등 추진

제고 등 발전방안 마련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정타당성 평가대상 선정결과(안) 및 중·장기
개선방향 마련*, 유관기술분류 연계방안 및 시범사례 구축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실무조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수요 아젠다
발굴을 위한 의제 도출 및 심화 추진

* 과기자문회의 안건상정(’19. 9.30.)

- 과기관계장관회의(7회, 21개 안건), 실무조정위(6회, 15개 안건) 운영지원

※ 16개 임시 중분류에 대한 유관기술분류 연계개선도 작성, 「산업기술분류」와 「과학기술표준분류」간

※ 의제후보 발굴 및 심화 회의(11/5 기준 5회) 등

연계표 사례 구축

주요 연구성과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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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해결 종합계획(안)(’18-’22) 추진
실적 점검 및 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강화**

●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 수립 지원
※ ’20년 주요R&D 사업 예산요구현황 분석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 중심 예산배분·조정
대상사업 심층검토(예산설명회(’19.5) 등)
※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배분·조정(안)(자문회의 본회의, ’19.6) 수립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확정(’19.4.)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솔루션 발굴 및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18개 부처·청

2020년도 정부 주요R&D 예산배분·조정 결과

참여) 안건 상정 체계 구축하고, 4회 협의회 개최를 통해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현장점검
●

결과 및 향후계획(안), 사회문제TF 논의 후보과제(안),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보급확산 시범모델

주요 R&D 예산 19조 7,314억원을 배분·조정 (운영경비예산 포함)
※ ’20년 R&D 예산안은 24조 2,195억원으로, ’19년 대비 3조 6,867억원(18.0%) 증액

수립(안) 등 총 14개 안건 상정
※ 과기정통부(과기혁신본부)에서

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를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정책 수립·

- (주요R&D 범위) 기초·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R&D, 출연(연)·국공립연구소 주요사업비,

추진을 전담 지원하는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로 지정(’18.11)하고 5년간(’18년~’22년) 운영

국방 R&D 등 22개 부처 총 861개 사업

중이며,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 실행력 확보

- (투자 효율화) 계속사업 일몰, 계획대비 집행점검, 평가결과 반영, 회계연도 조정, 신규사업
기획 점검 등을 통해 1조 2,498억원의 재원 절감

●


KISTEP
고유의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솔루션 발굴 체계*’ 확립을 통한
국민참여·범정부협력형 정책수립모델 제시
●

* 사회문제 전주기와 문제해결시스템혁신을 결합해 문제해결 중심의 차별화된 시스템혁신형 사회문제

- R&D인력양성 사업체계 고도화, 농림수산식품R&D분류체계 수립 등

해결 솔루션 체계를 제시

※ 효율화 이슈 심층분석 결과는 차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과 예산배분·조정 시 활용

※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 시범연구(미세플라스틱 문제맵 분석, 해커톤 개최 등) 추진결과 민관
협의회(’18.12월) 보고완료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19.7월)

- 바이오헬스

R&D의 전략적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분류체계 조정과 범부처

※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안)」(과기부, 환경부 등 8개 부처·청 참여)

●

정부R&D 투자방향 및 예산배분·조정 관련 효율화 이슈 심층분석

차원의 R&D 투자전략 수립을 추진
※ 원천·기반연구, 의약품, 헬스케어서비스, 산업혁신·규제과학 등 우선추진 분야에 대해 투자전략을

지방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 연구* 및 계획 수립**

수립하고 ’19. 12. 18 최종보고 및 확정(생명의료전문위)

* 지방분권형 지역R&D혁신역량 강화방안 연구, 과학벨트 중장기 사업추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지역

- 국정과제 이행에 따라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사업의 투자

R&D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효과 분석지표 발굴 및 투자효과 분석 수행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안), ’19
년도 추진 실적점검 및 ’20년도 시행계획 수립 등 지원
●

 과학기술인재 관련 정책연구·계획수립* 및 정책·통계 정보 생산**

●

*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기본계획,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3개년 중간점검 및 전략
보완 등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장비 연구개발 종합대책(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등 후속 조치 마련
※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19.8.28), ‘제1회 소재부품장비 특별

** 이공계인력 실태조사(개인/기관),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19-’28), 이공계인력 해외 유출입

위원회’(’19.12.5),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장관회의 및 국가경쟁력강화회의’안건 상정(’20.1.22)

수지와 실태조사, 과학기술인재정책 종합정보시스템(HPP) 운영 및 정책·동향 콘텐츠 생산 등

- 3N(N-LAB, N-Facility, N-Team) 지정을 위한 추진계획(안) 및 평가기준 마련
※ N-LAB(12개), N-Facility(6개) 1차 시범 지정 완료(’19.12.), ’20년 2차 지정 추진

- 관계부처 합동 도출 품목에 대한 국·내외 기술 수준, 정부 투자 필요성, 정부 대응 전략
마련 및 R&D 사업과의 연계방안 수립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배분·
조정 심의 지원

●

제2차 정부 R&D중장기 투자전략(’19~’23) 수립 지원
※ 정부R&D 2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자문회의 심의회의, ’19.2)

●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수립 지원
※ 4차 산업혁명 신기술(Big Data, 5G, AI, 드론) 출현 등 대내·외 환경변화, 글로벌 R&D 투자동향, 기술·
정책별 중장기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기본방향, 중점투자방향,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및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 ’19.3)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
평가 강화

●


국가R&D사업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과학기술통계 DB 구축과 분석을 전담하
는 ‘과학기술 분야 통계청’으로서 역할 강화
* ’99년(15개 부처·청 2조 7,013억원)→’18년(36개 부처·청·위원회(다 부처 포함) 19조 7,759억원)

주요 연구성과

14

●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중간·최종 평가)*의 전문적 수행으로 R&D 생산성 및
정책 이슈에 대응한 특정평가**를 통해 R&D 투자 전략성 제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실시 지원(’19년 18개 부처 94개 사업)과 출연(연) 종합평가 상위평가 실시
지원(’19년 1~3차: 3개 부처·연구회 소관 15개 기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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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과제

** 미세먼지,

공공기술사업화 등 정책 현안 이슈 중심 특정평가 수행(’19년 1~3차: 6개 사업군, 3개 개별
사업)

- 과제평가 표준지침, 제5차 표준 성과지표 등 개정을 통해 연구자 중심, 질 중심의
R&D 성과 관리평가 체계 고도화
●


성과평가
전담기관(’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으로서 국가R&D 효율성 강화와
연구자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 마련 지원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15.4) 및 실시계획(매년) 수립

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 지원
2

2019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39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연구

3

2019년 지방과학기술통계 조사

40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4

2019년 지역 R&D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41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5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사전기획 연구

42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6

2019년 기술영향평가

43	2019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연구

7

2019년 기술수준평가 - 기술수준평가 방법론 개선 연구

44	2019년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구축 및 발간 연구

8

2019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

45	2019년 국내외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통계브리프 발간 연구

재정립 연구


R&D사업의
비정형성을 고려하고 사업기획의 체계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R&D예타 조사체계 개편 지원
※ ’12년 이후 KISTEP이 전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 역할 수행 중

- 조사항목을 사업추진 논리와 흐름에 맞게 개편하고, 기술 비지정 사업에 적용하기

48	과학기술 분야 R&D 제도 혁신 기반 연구
49	범부처 R&D 관리 규정지침 표준화 방안 마련
51	국가연구개발(R&D) 연구윤리 재정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13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현황분석 및 정책고도화 방안 연구

5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14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시스템혁신 사례분석 및 전문가 네트워크

53	제도·규정 분석을 통한 국내 규제 샌드박스 법제 개선 연구

활성화 연구

55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개선 연구

16	2019년 산학연협력 스코어보드 구축 및 발간 연구

56	공공R&D 성과실용화 제고를 위한 정책이슈 발굴 및 분석 연구

개편(’19.1월)

18	2019년도 과학기술혁신정책 스코어보드 개발 연구

 235개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예비
총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08~’19년)

19	2019년 민간혁신스코어보드 구축 및 발간 연구
20	2019년도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
21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 발굴 및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연구
방안 도출 연구
23	연구소기업 창업 생태계 한·중 비교 연구
24	고령사회의 과기인력 확보 방안 연구: 잠재인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 예비타당성조사

205건(190건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3건(23건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


온라인
통합 플랫폼(R&D예타路, www.rndyeta.kr)을 구축·운영하여 R&D
예타 진행상황, 정책·연구자료 및 기획 우수 사례 등 공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정책이슈 분석
57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장기 계획과 예산 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58	중소기업 R&D 성과에 관한 메타분석: 정부지원과 기술혁신을 중심
으로
59	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대학지원 R&D 사업 개선방안
연구
60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 창출에 관한 환경요인 연구
61	분야별 이질성을 고려한 기초과학분야 정부R&D 투자의 생산성 분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7건(7건完)
※ 과기정통부 위탁 이관(’18.4.17)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68건 수행(53건完)

54	연구관리혁신협의회 운영

15	2019년 과학기술기반 사회혁신 스코어보드 구축 및 발간 연구

22	연구개발서비스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혁신정책
●

50	국가연구개발 통합 법제 연구

12	디지털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지속가능성장의 미래예측 연구

17	2019년 과학기술인력(HRST) 스코어보드 구축 및 발간 연구

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사업특수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19.12월)

47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11	스마트 혁신 시대의 미래전망 및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 :

어려운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조정하여 다양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조사체계를
- 사업유형을 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분석항목을 제시

46	2019년 과학기술통계 분석과 통계백서 발간

10 2020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

방안 연구

2019년도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분석

9	과학기술기획 및 혁신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KISTEP 미래예측 역할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및 확대

38	연구혁신데이터 구조 및 연계분석을 통한 정책의사결정 활용도 제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연구

25	2019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62	국방R&D 진단과 한국형 DARPA 추진방안 연구

26	정부R&D사업 예산구조 및 예산배분조정 체계 개선방안 연구

63	2019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27	공공기관 R&D 투자권고 제도의 실효성 분석 연구
28	바이오·의료분야 지능형 연구개발정보데이터 분석시스템의 예산

방향 연구
64	2019년 국가R&D사업 사전분석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배분·조정 활용기법 연구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분석·전략 연구

29	농림식품 R&D 전략분야 도출 및 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

●


조사의
일관성,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석방법론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예타 조사체계 개편에 따른 조사 가이드라인**을 수립·보완

30 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R&D 지원방안 : 대구경북 중심으로

65	한국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진단 및 구축방안 연구

31	2019년 기술혁신 아젠다 발굴 및 R&D 투자전략 수립 연구

66	정부R&D 20조원 시대의 전략과 혁신주체별 역할 및 생태계 조성 방안

* 연구과제 수행,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운영 등

33	수소경제 연계형 주력산업 연구개발 투자전략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19.1월 완전개정판, ’19.12월 증보판 발간)

67	2019년 ‘KISTEP 이슈 페이퍼’ 발간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방안 연구

34	재난안전 R&D투자 분석체계 연구

68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와 성과평가체계 종합분석 연구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제도의 수용성 제고와 국내 연구자의 기획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조사 방법론, 연구개발사업 기획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확대(’17년 연 2회
→’18년 3회→’19년 4회)

32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과성 분석 연구: 기업 TFP 측정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성과확산 지원
35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36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대상선정(기술성평가)
37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상위평가 및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연구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
69	2019년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 연구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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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분석
연구책임자 서행아

연구목적

연구내용

●●


최신
글로벌 과학기술 및 ICT 정책·기술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기여

●●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글로벌 과학
기술정책 정보시스템(S&T GPS) 운영

●●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 동향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격주 단위로 과학기술
&ICT 정책·기술 동향 발간
•주요국 과학기술 담당 부처, 핵심 연구기관, 언론사 등에서 발표한 혁신 정책 자료 수집
•국내 과학기술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모니터링 주제 중 정책동향 주제 선정·분석
※ 연간 총 24편을 발간하는 동향보고서는 과기정통부/KISTEP 간부회의, 기자실, BH 과기보좌관실, 각
부처 과학기술 담당과 등에 인쇄물로 제공하며, KISTEP 전 직원/S&T GPS 가입자 대상 E-Mail 발송
및 일반인 대상 동향분석 홈페이지(S&T GPS)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 중임

•해외 정책동향 정보 중 가장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격월 단위로
이슈 심층 분석
•국내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과학기술 혁신관련 정책 단신 소개
●●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글로벌 통계자료 조사
•NSF 국립과학통계센터, OECD STI 스코어보드, WEF, EU 집행위원회 등 과학기술 관련
통계자료 제공
•OECD 주요국 과학기술 지표, WIPO 글로벌 혁신지수, WEF 세계경쟁력분석 등 통계
정보 공유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S&T GPS) 홈페이지 유지·보수
•S&T GPS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및 대국민 신속한 정보 확산
※ 홈페이지 회원 수 : 16,700여명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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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주요국
최신 과학기술 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는 최적의 근거자료 제공

●●


시의적절한
과학기술 혁신정책 이슈를 과학기술 정책입안자, 오피니언 리더,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 국가 과학기술역량 제고에 기여

그림1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표지

그림2 「S&T GPS」홈페이지 화면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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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종료대상 중장기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차기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컨설팅 의견을 제시
●●

연구책임자 김민기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계획 종합체계도
대국민 서비스 실시
•부처별 중장기계획 담당자가 직접 NTIS에 계획을 등록·관리
•매년 실시하는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분석
실시
※ 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중장기 계획 현황을 해마다 연초에 제출받았으나 2019년 부터는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

•NTIS에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연도별·분야별 중장기 계획정보와 종합체계도를 제공

연구목적

●●

 부처가 수립·시행 중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과 계획간 연계성을
각
조사·분석하고 중장기계획의 체계적 조정을 유도
•국가과학기술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각 부처 중장기계획 간 연계·조정 강화
•조사·분석결과를 중장기계획 수립·보완에 활용하도록 제시

연구내용

●●


종료
예정 중장기계획의 전주기 분석을 통해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 추진에
따른 성과, 추진상의 장애요인 등을 발굴하여 차기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차원의 컨설팅 의견 제시

●●


중장기계획의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부처 간 중장기계획 연계 강화
추진

●●

각 부처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매년 관계부처 중장기계획 현황(신설/수정·보완/폐지)을 조사하여 대상 목록 확정
•2018년도에 시행중인 각 부처 중장기계획에 대한 일반 현황 분석
--법정계획 여부, 국과심 상정 여부, 최고 심의기구 현황, 기술/정책 분야별 현황, 시행
계획 수립 여부, 주요 항목별 변동/계획 수 증감 현황 등 통계 추이 분석
•기술분야 및 세부분야별 계획 간 연계맵 분석
--기술분야별로 1차 분류, 기술 포괄 범위에 따라 종합·세부계획으로 2차 분류
--연계성 분석에 근거한 계획 통·폐합, 법정계획으로의 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정비
권고사항 도출

●●


2020년
종료 예정 중장기계획(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종합계획)을
대상으로 심층분석 실시
•2020년 종료 예정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결과’ 전주기에 걸쳐 해당 계획의 절차적
사항과 내용에 대해 점검 및 분석
--수립 : 정책수립의 타당성, 정책 연계성 및 차별성, 정책내용의 적절성
--시행 : 시행의 체계성, 시행의 적절성
--결과 :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 효과성 및 우수성

시사점

●●


중장기계획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중장기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가과학
기술정책의 거시적 정합성 제고

●●

중장기계획 심층분석을 통해 차기계획의 충실성을 높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

중장기계획 관리체계 강화를 통하여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연계성을 강화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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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과학기술통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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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자립적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R&D
기획·평가역량 확충을 통한 지역리더십 구축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R&D 기획·평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과 산업 현황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정보시스템과 중앙의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이

연구책임자 김동현

연계된 지역R&D 공동조사·분석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중앙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이 필요
--또한, 지역R&D 공동조사·분석의 공인통계화 추진 및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

연구목적

●●

국내·외 기관에서 발표한 미래유망기술들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첨단소재

 2019년 지방과학기술연감 발간

분야는 최근 한일 무역분쟁의 중심이 되는 등 정부와 민간이 경쟁력 확보에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분야

•다양한 기관의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보조사 수행으로 지방과학기술정보가 파편화

•이를 위해 첨단소재 분야에 대한 지역의 R&D 투자와 특허분석을 통해 관련 시사점 제시

--파편화되어 있는 지방과학기술정보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집대성을 통해 관련
연구자와 정책결정자 등에게 지방과학기술 및 산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연구, 정책수립 등에 활용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첨단소재 분야의 R&D는 특정 소재에 제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어 첨단소재 분야의 투자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러한 첨단소재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R&D 투자증대에 앞서 지역 간
의 중복 투자나 육성에서 제외된 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

●●

2019년 지역R&D 실태조사 실시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혁신 자원 및 현황파악을 위한 심층 조사·분석
--중기적인 실태조사 방향은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고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

연구내용

●●

2019년 지방과학기술연감 발간
•국내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현황 및 전망 조사
--2019년 주요 부처의 정책 동향과 지역혁신 관련 중장기 계획, 지자체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계 및 예산 등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산업, 과학기술혁신역량 주요지표 현황 조사 및 비교분석

●●

지역 R&D 실태조사
•주요국의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에서 파악된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국내 지역
R&D 실태조사 이슈 도출
--당해연도에는 지역의 첨단소재 분야관련 R&D 투자와 특허에 대한 분석 실시

--또한, 투자가 감소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산업환경 및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한
심층분석을 통해 감소 원인을 밝히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
--이와는 반대로 투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성과가 감소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R&D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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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 R&D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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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현재
지자체 주도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지역혁신
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도출
•시·도 단위의 지역혁신 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산업단지에서 도심형 혁신클러스
터로 이동하는 변화에 대처하기 힘듦

연구책임자 김성진

--영국의 사례와 같이 인접한 시·도에서 도심형 경제권을 중심으로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책으로 전환 필요
•지역혁신성장계획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산업부, 중기부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전략이 부족
--독일 Go-cluster와 같이 주정부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목적

●●

혁신클러스터 인증 및 지원제도 발전필요

주요국의 지역 혁신정책동향 조사

•지역혁신성장계획은 기존 산업부, 중기부 산업으로 구성되어 단기사업 중심으로 운영

•주요국의 지역혁신정책의 이슈 및 키워드 도출

--일본은 지역 현황 문제를 발굴하여 중장기과제를 지역 내에서 사업화하는 데 초점을

--지방분권화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 및 키워드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지역혁신

맞추는 정책 추진

체제 구축과 관련된 정책동향을 분석 및 국내 정책동향과 비교 분석

•지역혁신성장계획은 지자체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주체 양성 미흡
--미국은 미래일자리 확보를 위해 지역 내 혁신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제조업 경쟁력 향상 추진

연구내용

●●

주요국의 지역 R&D체계 동향 조사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영국, 독일, 일본, 미국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하고 있는 지역과학기술정책동향 분석
--(영국) 기존 행정구역체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파악하여 협력을 위한 도시권
(city-region)으로 행정구역을 광역화하여 효율적 협업 시스템 구축
--(독일) 클러스터 이니셔티브에서 주정부 중심으로 국제적 네트워크·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Go-cluster 프로그램을 EU의 ECEI 인증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발전
--(일본) 제6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자율적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 주도적인 추진체계 수립 및 보완에 중점
--(미국) Reshoring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Manufacturing USA프로그램
추진하고 학계-산업계-정부 간 성공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


국내
지역혁신성장 정책이 지역주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지지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됨
•지역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중장기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
•지역 내 혁신주체의 역량을 양성하는 관점에서 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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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사전기획 연구

--‘나노구조제어 세라믹·탄소 소재 기술’분야에 대한 5개국 특허 인용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국 특허 인용 비율은 일본이 81.5%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76.5%, 미국은 71.5%,
한국 68.5%, 독일 53.8% 순
●●

연구책임자 정의진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의 추진방안 마련
•트렌드를 한국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하는 주요 이슈를 도출
하여 다양한 미래사회 모습을 제시
--신규 등장한 미래기술, 사장된 미래기술 등 도출한 미래기술 변화 및 실현 저해요인
등을 분석
•미래기술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등과 협업 검토

연구목적

●●

KISTEP 과학기술예측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이슈 도출
•현장연구자 등 KISTEP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예측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예측 기반 구축
--과학기술기본계획 중점기술 중 소재 분야 특허 시범 분석

시사점

●●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20~2021년)의 추진방안 마련


1994년부터
5회에 걸쳐 추진된 과학기술예측조사는 방법과 절차가 점차 발전
하였으며 문헌 분석, 설문조사, 델파이 기법 등 다양한 방법론 활용
•국내외 다수 기관에서도 예측연구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예측조사
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연구내용

●●

•예측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예측조사 사례와 주요 내용 등 문헌조사

기회, 위협요소 등 심층분석 추진

•미국에서는 정보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일본

--미래기술 선정과정에 대한 구체화, 기술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등을 제시하여 발굴한

은 지향하는 사회상을 마련하고 필요한 과학기술을 발굴

미래기술에 대한 활용도 제고

•부처별 공공기관에서는 기관별 역할 및 임무에 맞춰 기술예측 연구 등을 개별적으로

•과학기술예측조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수행
--주요 이슈로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AI·로봇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생활 방식
변화, 공간·사람 간 연결성 증대 등
●●

KISTEP 과학기술예측조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추진
•현장연구자, 정책결정자 등 총 885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81.1%가 미래보고서
를 구독한 적이 있음
--미래보고서 등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는 주요 목적으로는 미래 유망기술 발굴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나 KISTEP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중에는 미래사회 전망결과를 주로 활용
--특정 이슈 및 주제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가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

●●

 학기술기본계획 중점기술 중 소재분야 특허 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과
분석 추진
•시계열에 따른 토픽모델링 분석 및 국가 간 특허 인용정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
결과 시각화
--한국은 소재 전 분야의 경우, 자국 특허를 제외하고 일본의 소재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인용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는 미래사회 전망단계도 강화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소재
분야의 국가 간 특허 인용 정보 분석결과, 일본과 미국의 특허가 주로
인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가 필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예측기반 구축 필요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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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경제 분야
--(기존 산업의 변화) 소셜 로봇 기술의 확산에 따라 센서, 인공지능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나 소셜 로봇이 대체하는 일부 산업 위축 가능
--(관련 신규 산업 창출) 소셜 로봇 관련 교육용, 특수 치료용, 보안용 등 다양한 용도의

연구책임자 조아라

앱(App)과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등의 신규 산업 창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증가) 소셜 로봇이 수집하는 상세한 개인 데이터(감정, 생활
습관 등)를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가치 창출
※ 특히 소셜 로봇은 사람과 감정적인 교류를 하므로 감정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다른 데이터와 차별되는 특징을 보유

--(신규 일자리 창출) 소셜 로봇으로 인해 활성화되는 분야의 일자리 증가 및 소셜 로봇

연구목적

●●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선제
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정책수립 초기부터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

관련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
--(일자리 감소 및 성격 변화) 소셜 로봇은 산업용 로봇에 비해 일자리 감소의 폭은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셜 로봇이 도입되는 직업군의 성격 변화 예상
•사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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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불평등 완화/심화) 소셜 로봇이 제공하는 돌봄·교육·의료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 진출 촉진 등이 기대되나, 저소득 직군의 임금
하락 및 기술취약계층의 혜택 소외 우려
--(사회적 비용 증감) 정서적 소외 등의 사회문제 해결과 고령층의 건강관리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나, 소셜 로봇의 도입에 따른 복지 및 일자리
지원 관련 비용 증가 가능
--(개인의 변화) 소셜 로봇을 이용함으로써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가사 노동에

연구내용

●●

주요 내용

투입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윤리·문화·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서적 유대 기능을 소셜 로봇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

일부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사회적 연대감 약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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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변화) 소셜 로봇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인간에 비해 낮을 경우 인간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 평가

•문화 분야
--(미디어의 변화) 소셜 로봇을 매개로 하는 신규 콘텐츠가 등장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평가 절차 및 평가 주체

창작 주체로서 소셜 로봇이 활용될 가능성 존재

<2019년 기술영향평가 절차 및 평가주체>

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
선정위원회)

대상기술
분석 및 주요
평가주제 도출
(대상기술
분석회의)

기술영향평가
(기술영향
평가위원회)

(시민포럼)

--(교육의 변화)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입될 경우 높은 수준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로봇에 대한 인식 및 행동양식 변화) 소셜 로봇이 대중화됨에 따라 로봇에 대한 심리적

평가
결과(안) 도출
※ 공개토론 및
부처의견 수렴

국가과학
기술자문
회의 보고

관계부처
통보 및
부처별
정책반영

(온라인
의견수렴)

거부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과도한 의존 주의 필요
•윤리 분야
--(데이터 취급 이슈) 소셜 로봇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필요
--(로봇에의 법인격 부여 여부) 소셜 로봇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

●●

2019년 평가 대상기술
•(소셜 로봇 기술) 기존에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윤리적 파급력이 크므로 관련 이슈에 관한 사전검토 필요

--(관련 법률 정비) 소셜 로봇에 의하여 신체나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
귀속의 문제, 소셜 로봇 안전 규제 등 소셜 로봇과 관련된 법률 정비 이슈가 발생

추진 연구과제

28

--(인간 고유의 가치 고찰)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던 역할(예: 사회적 관계 형성)을 수행
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함에 따라 인간의 고유성에 관한 숙고 필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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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2019년 기술수준평가
- 기술수준평가 방법론 개선 연구

--(소셜 로봇의 적절한 폐기 이슈) 폐기 방법 및 폐기 로봇*에 저장된 개인정보 처리

연구책임자 안지현

문제 발생
* 클라우드 포함

시사점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

연구목적

●●

•시장 형성 및 확대를 위하여 소셜 로봇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수집 정보에 대한
보안 솔루션 관련 연구개발 지원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된 ’18년도 기술수준평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될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신뢰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및 차년도
조사를 위한 사전 분석
* 기존

다수의 불특정 평가자 참여로 인한 평가자의 전문성 결여 문제, 평가의 객관성 부재 등의 문제점을

•플랫폼 선점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각 분야의 전문기업이 협력하는 수평·분업식 사업

개선하고자, 특정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논문·특허 분석을 강화

구조* 형성 필요
* 대기업은 플랫폼 및 네트워크, 중견·중소기업은 콘텐츠 및 로봇 하드웨어

•소셜 로봇이 원활하게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수집 단계부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필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 삭제권 및 정정권을 부여하고, 개인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한 강화 필요
•소셜 로봇과의 협업을 위한 재교육 및 소셜 로봇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 필요
•경제적·기술적 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대책
마련
•소셜 로봇 해킹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경제적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시스템 및 보호 대책 마련
•작동 알고리즘 설계 시 사회적, 문화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사회적 편견
등 부적절한 전형화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인간 고유의 가치 및 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기능을 어느 범위
까지 소셜 로봇에게 위임할 것인지 의견 수렴 필요

연구내용

●●


국내외
문헌조사, 전문가 설문 및 자문회의, 파일럿테스트 등의 방법을 통하
여 정성(델파이 조사)/정량(논문·특허 분석) 기술수준평가의 장·단기 개선방
안 도출
•국내외 기술수준평가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기술수준평가 수행
및 개선방안 도출시 활용 가능한 최신자료 확보
•’18년 기술수준평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1,199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도된 평가 방법의 어려움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18년 강화된 논문·특허 분석의 문제점 및 한계를 점검하고, 논문·특허 분석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신규 분석체계 및 지표 검토
•’18년 정성적, 정량적 평가결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기술수준평가에서 논문·
특허분석의 적절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30

●●


’18년
수행된 정성평가(델파이 조사)와 정량평가(논문·특허 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술수준평가의 신뢰도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한 장·단기 개선방안
제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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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들은 ‘평가의 객관성 부재’, ‘자료 부족’, ‘광범위한 기술 범위’를 평가에 어려움을

2019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
연구책임자 이상남

겪은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추가 합의회의 개최, 실시간 자료
공유 등의 해결책 도입을 제안
--평가위원이 최종 결과에 동의하는 정도는 평균 5.75점(7점 만점)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
되었으며, 동일 위원들의 지속적인 평가 참여는 평가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18년 논문·특허 분석에 대비하여 분석 작업의 효율화 및 데이터 정확도 제고를 위해
업그레이드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요논문, 중요특허 등 질적 요소를 고려한

연구목적

분석 지표 추가 고려 필요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개정수요에 대한 의견수렴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 개정프로세스 2단계를
추진하고 개정타당성 평가대상 선정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활용한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

●●

표준분류체계 개정수요에 대한 의견 수렴

•’18년 델파이 조사와 논문·특허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기술수준 결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기술별 또는 분야별 특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됨
--논문·특허 분석 결과는 현재처럼 델파이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
직하나 향후 지속적인 정성/정량평가 결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기술수준
통합 지표 도출에 대한 연구에 활용 가능 예상

연구내용

•’18년 조사·발굴된 개정수요에 대해 ‘대국민 의견수렴’ 추진(2.1~3.15)
--대·중분류에 대한 총 40건의 의견 수렴
--개정타당성 평가대상 선정 시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
●●

표준분류체계 개정타당성 평가대상 선정(개정프로세스 2단계)
•과학기술분야 39개 중분류 개정타당성 평가대상 선정
--총 64개 개정수요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 총괄위원회, 6개 분야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4.4〜8.30)

•인문사회과학분야 분류체계 조정안 선정
--인문사회과학분야 연구분야(3개⇒ 2개), 대분류(17개⇒ 6개), 중분류(163개⇒ 70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개정타당성 평가대상 선정 결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 상정(9.30)
--개정타당성 평가대상 선정 결과 및 중·장기 개선방향에 대해 심의 의결
※ 현 ‘4계층 구조(연구분야>대>중>소)’를 ‘3계층 구조(연구분야>대>중)’로 단순화하고 기존 소분류는
기술 키워드로 대체 및 활용
●●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대상으로 다학제성 융합연구 현황 분석
--전체 및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부처, 기술분야, 협력유형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융합연구 과제수, 연구비 현황을 2차원으로 시계열 분석
•6T, 협력유형을 기준으로 과학기술분야 19개 대분류간 융합 연구 현황 분석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32

●●


표준분류체계와
유관기술분류체계간 중분류 수준에서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중분류 개정 토대 마련

●●


표준분류분류체계
중·장기 개편 방향(계층구조 단순화, 소분류 키워드로 대체
및 활용)에 대한 공식적인 의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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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획 및 혁신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KISTEP 미래예측 역할
재정립 연구
연구책임자 최문정

연구목적

●●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 과학기술의 영향력 확대, 미래연구 패러다임 변화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현시점에서 미래예측 및
기술기획 연구*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점검
* 과학기술예측조사, 기술영향평가, 기술수준평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KISTEP 미래예측연구결과를 기술기획 및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발전방안 제언

연구내용

●●

KISTEP 및 국내외 미래예측 연구 동향 조사
•KISTEP에서 수행하는 과학기술예측조사, 기술영향평가, 기술수준평가 및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의 추진 경과, 추진 방법 및 결과 활용방안 정리
•국내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의 미래예측 연구 사례 조사
•일본 NISTEP, 독일 BMBF, 영국 POST, 미국 GAO 등의 미래예측 연구 동향 조사

●●


KISTEP
정책고객, 출연연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예측조사, 기술영향
평가 및 기술수준평가의 활용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 수행
•설문응답자의 53.1%가 KISTEP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직접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에서 유용한 정보는 미래사회 전망(46.2%), 미래기술
분석정보(31.5%) 순으로 나타남
•설문응답자의 82.5%가 기술영향평가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KISTEP 기술
수준평가 활용자의 85.2%가 KISTEP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신뢰한다고 응답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취합·정리 및 주요 이슈 검토
•R&D 부처별 다수의 분류체계 신설, 상세한 과학기술 정보 제공 요청, 효율적인 정보관리
개선 등 다양한 요구 직면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34

●●

미래예측 연구별 대안 도출 및 분석을 통한 재정립 발전방안 제언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강화와 결과 인지도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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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

향상을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기술영향평가) 결과 활용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간소화된 기술영향평가 추진, 홍보

연구책임자 안지현

방안 확대와 정책 방향 설정시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포럼 운영 방안 다양화 검토
필요
•(기술수준평가)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결과 홍보 및 공동 포럼/세미나 개최, 기술수준
평가 참여자들의 편의성 향상 방안 강구,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검토
필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유관 과학기술분류간 역할 분담 및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표준분류체계의 위상 재정립 필요

연구목적

●●

2020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
•향후 10년 내외에 한국사회의 핵심 트렌드/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경제/사회/문화적
이슈를 전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유망기술 선정
--다양한 분야 및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와 그에 대응 가능한
기술 후보군을 제시하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기술
목록 도출

연구내용

●●

주제(핵심 트렌드) 선정
•최신 국내·외 주요 미래전망보고서의 트렌드와 이슈, 미래유망기술, 주요 사회이슈 등
을 수집·분석하여 한국사회에서의 핵심 트렌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주제를
도출하고, 내외부 전문가 평가 및 검토를 통하여 선정
--내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연구를 추진

●●

주요 미래이슈 도출
•초연결·초지능 시대에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이슈를 도출하고, 사회적
관심도 조사,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이슈별 대응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6개 이슈는 ‘정보 유출’, ‘일자리 감소’,
‘거짓 정보의 확산’,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혼란’, ‘빅브라더 출현’, ‘디지털 격차 증가’로
나타남

●●

미래유망기술 후보 도출
•일반인과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이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에 대하여 전망하고, 해당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기술군 마련
* 대응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이슈이더라도 신기술이 기여할 수 없거나, 제도나 규제
개선 등으로 해결 가능한 이슈는 제외

추진 연구과제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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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15개 후보기술에 대하여 일반인 대상 사회적 수요조사와 기술 분야 전문가 대상 평가를
실시하고, 추가 전문가 자문,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10개 기술을 아래 표와 같이
선정
<2020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기술명
내 몸에 이상 알림!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기술
한번 충전으로 더 오래 쓸 수 있는
고용량 장수명 배터리
미리! 더 빨리! AI 기반
스마트 자연재해 예측 및
통합 능동대응 기술
정확한 실시간 갱신
고정밀지도 제작 기술

시스템과 기기의 고장을 사전 대비!
지능형 데이터 분석 기반
오작동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탐지 기술

기술 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바이오 데이터와 생활
환경 및 습관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분석 기술
기존의 이차전지의 저장용량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차세대 전기에너지 저장 기술
자연재해의 피해 규모와 범위를 실시간 분석 및 사전 예측하여
지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대피경로, 대피장소 등을 알려주는 대응 기술
현실의 지형지물정보를 수집하여 고정밀로 구축하고, 이를
(준)실시간으로 갱신하는 기술
실시간 스트리밍 모니터링과 지능형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시스템 및 기기의 이상징후를 예측/탐지하는 기술
※ 기존 센서 기반의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으로
생성한 이상 신호를 기반으로 고장을 예측하거나, 결함 진단
및 예지 학습 데이터 생성, 기계학습 등을 통하여 시스템 장애
및 기기 불량을 사전에 탐지하는 기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개인정보 흐름 탐지 기술

개인정보의 흐름(유통 및 활용처 등)을 파악하고 시각화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하고, 이상데이터 흐름 감지시 알려주는 기술
정보의 원천정보를 찾아 그 신뢰성을 판단하고(팩트 확인),

원천정보를 찾아서…
정보 진위 판별 기술

기존 검증된 정보와 상반되는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신뢰도
측정값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고 필터링하는 기술
※ 원천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새롭게 생산된 정보의 경우,
지능형 정보 분석을 통해 일정 기간동안의 문서 요약 정보와
대중 관심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술

가상과 실제 정보를 동시에!
증강/혼합 현실 기반
초실감 인터렉션 기술
클릭만으로 가능한
AI 플랫폼 구축 기술

판단 결과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설명가능 인공지능

증강현실(AR) 헤드기어 등의 웨어러블 장치, 햅틱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상 정보와 실제 정보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실감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기술
프로그램 코드 작성 없이 클릭만으로 높은 수준의 딥러닝/머신
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자동화된 모델 구축 플랫폼
기술
인공지능 모델이 산출해낸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적절한 판단의 근거를 찾고, 해당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결과를 사용자의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기술

시사점

●●


높은
참신성, 사회적 관심도 및 시의성, 파급효과의 크기, 과학기술과의 연관성과
결과 활용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 ‘초연결·초지능 시대’의 미래 이슈 및 수요에
대응하는 미래유망기술을 발굴
•선정된 기술들은 미래사회의 수요를 충족시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창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선정된 미래유망기술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강화된 국내 기술자립
역량을 위하여 국내의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린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망기술별 미래 활용 가능성와 파급효과, 국내 주요 이슈, 주요국
연구개발 동향 등은 정부, 연구기관, 기업 등이 미래를 대비한 R&D 정책 수립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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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혁신 시대의 미래전망 및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 :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과기혁신정책영역별 기회 및 위험이슈>

구분

혁신정책영역
산업생태계

연구책임자 최문정

전문가

인재

사회문제

연구목적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이 가속화되는 반면,
잠재적 위험*도 상존

산업생태계

* 해킹위험, 일자리 감소, 신뢰성 및 책임성 문제 등
●●

●●

일반
국민


그동안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분야·산업별 위험이슈 연구는 일부 연구되었
으나, 과학기술 혁신정책 영역별 미래사회 변화 모습, 잠재적 기회·위험이슈
발굴 등의 심층 분석 미흡

인재

사회문제


스마트
혁신을 가속화하는 요소 중 AI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변화 모습을 전망
하고, 주요하게 등장할 기회·위험이슈 발굴

기회이슈

위험이슈

•산업-AI 결합 신산업 창출
•데이터 활용도 증가
•초연결 서비스 경쟁력 확보

•기존산업 몰락
•경제활동 인구의 유휴화
•AI 결과물의 책임성 문제

•인간지능 연구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방식 변화

•일자리 안정성 저하
•데이터 편향성
•윤리 문제

•초고령화사회 대응
•예측·예방 정확도 향상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해킹 또는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사회적 대혼란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유출

•산업-AI 결합 신산업 창출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데이터 활용도 증가

•AI 결과물의 책임성 문제
•경제활동 인구의 유휴화
•개인정보 유출

•AI의 보편적 교육 확대
•근무 유연성 확대
•교육방식 변화

•기계화로 인한 無인성 확대
•개인정보 유출
•일자리 안정성 저하

•문제해결형 비즈니스모델 창출
•문제 대응·복구 능력 증대
•예측·예방 정확도 향상

•AI 결과물의 책임성 문제
•개인정보 유출
•윤리 문제

※ 전문가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3대 과기혁신정책영역(산업생태계, 인재, 사회문제)별 10대 기회 및 위험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 후 상위 3개 이슈만 발췌

※ 2차 년도(2020) 연구에서는 2030년 AI기술 발전으로 인한 주요 이슈별 대응방안 마련

연구내용

●●


KISTEP이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주요 혁신정책 영역별* 2030년 미래
사회 변화 모습 전망
* 산업생태계, 인재, 사회문제

•각 영역별 2030년 미래사회 이슈 전망을 바탕으로 잠재적 기회·위험 이슈 발굴 및
분석
•영역별 도출된 기회 및 위험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이슈들 중심으로
미래 시나리오 작성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미래사회 기회 및 위험이슈의 우선순위는 응답자 그룹
AI
(전문가 및 일반국민)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임
•공통 위험이슈로 AI 결과물의 책임성 문제, 개인정보 유출, 윤리 문제, 데이터 편향성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공통이슈는 전문가보다 일반국민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시사점

●●


스마트혁신을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공급자와 사용자인
일반국민이 공동으로 정책과 활동을 구성하는 노력 필요

●●


미래
사회·경제의 스마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기술의 발전이 요구되나,
인간 중심 또는 인간과 소통하는 AI 개발 필요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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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지속가능성장의 미래예측 연구
-에너지 소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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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예측 역량 강화
•독일 ISI와 공동예측 추진방안 합의
•구조화된 시나리오 방법론 적용을 통해 KISTEP 예측방법론 고도화 기여
--정성적인 시나리오 분석 방법 이외에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 방법이 결합된 구조화된
시나리오 방법론은 향후 KISTEP이 일관성이 있고 견고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연구책임자 임현
●●

연구목적

●●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들의 혁신적 발전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미칠 영향 파악 및 시사점 도출
•지속가능한 성장 관련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영향을 미치는 미래이슈의 모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기회 및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방안 도출
•독일 ISI 등 세계 주요기관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방안 등을 마련

연구내용

●●

독일 ISI와 공동예측 방법론 및 절차 마련
•올해는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차년도(’20년)에 본격적인
공동예측 연구 수행
•형태분석법(Morphological Analysis, MA) 등과 같은 구조화된 시나리오 방법론 적용

●●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소비의 미래” 예측연구
수행
•국내외 지속가능한 성장 관련 다양한 연구 주제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사전 예측연구
의 주제로 “에너지 소비의 미래” 선정
--에너지 부문에서 디지털화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간의 경계를 좁히고 유연성을 높이
며 전체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구조화된 시나리오 방법론인 바텔社의 “BASICS 시나리오 방법론”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의 미래’ 예측연구 수행
--전문가 워크숍을 통하여 2030년 “디지털기술 발전에 의한 에너지 소비의 미래”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요인 파악
--핵심요인별 변화 스펙트럼 파악 및 개별 가능성 평가
--Bayesian 모델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나리오별 확률 및 최적 시나리오 도출
--Futures Wheel 방법론을 활용하여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가정한 후에
기회/위협 요인을 발굴하고 대응방안 제시


디지털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소비 관련 국가 정책의 장기적인 대응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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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현황분석 및
정책고도화 방안 연구

--(분석 2)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기술 간 관계 파악을 위해 13대 분야별 요소기술 간
네트워크 분석 수행
※ (의의) 분야별 중심성이 높은 핵심 요소기술을 선정함으로써 향후 13대 분야별 투자 기술 우선순위
의사결정의 근거자료 확보

--(분석 3)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기술 집중도 추이 분석

연구책임자 구본진

※ (의의) 분야별 요소기술의 편향성 및 다양성의 변화 정도를 정량화/시각화

--(분석 4)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핵심 기술의 변동성 분석
※ (의의) 분야별 핵심 요소기술들의 진화/발전 경로 파악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별 정책현황 분석
--’19년도 기준 추진 중인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 관련 정책 취합 및 분야별 핵심 관계
부처/정책 방향 도출

연구목적

●●

※ (의의) 혁신성장동력 정책 조망 자료 구축, 향후 정책 설계 방향 설정의 근거자료 확보

혁신성장동력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13대 분야별 현황 조사
•분야별 기술/정책/사업 정보를 체계화하여 정책 추진대상/수요 확인

●●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별 사업현황 분석
--13대 분야 관련 ’19년도 정부 사업(내역 사업) 취합/분류 및 핵심 소관부처/사업 방향 정리

혁신성장동력 정책 고도화 방안 제언

※ (의의)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예산 투입 방향 및 사업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 확보

•혁신성장동력 13개 분야를 기술 체제(technological regime)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정책수립 차별화 방안을 제시

혁신성장동력 정책고도화 방안 연구

●●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정부 지원의 대체성/보완성을 판별하여 민간 R&D 촉진을 위한

•(연구 1) 혁신성장동력 분야 유형화 및 유형별 정책 수립 차별화 방안 제언
--(문헌연구) 기술 체제 이론 및 해당 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 분석

정책수립 방안을 제시

--(실증분석) 13대 분야별 기업 대상 설문 데이터(n=566)를 수집하여 기술 체제 구성

<혁신성장동력 13개 분야>

요소(기술적 기회/전유성)에 따라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를 유형화
혁신성장동력분야
지능화인프라

스마트이동체

빅데이터(D)
빅데이터 개방·활용

융합서비스

--(분석결과) ①기술적 기회가 높고/전유성은 낮은 영역(유형1)에는 인공지능 분야,
산업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반도체

개인맞춤 정밀의료

AI용 반도체 개발

스마트시티

첨단소재

도시문제 저감

항공부품, 자동차 경량화

②기술적 기회가 낮고/전유성은 높은 영역(유형2)에는 자율주행차, 차세대통신, 신재생
에너지 분야, ③기술적 기회/전유성이 모두 높은 영역(유형3)에는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가상증강현실 분야, ④마지막으로 기술적 기회/전유성이 모두 낮은 영역

자율주행차
레벨3 자율주행

(유형4)에는 스마트시티, 지능형로봇, 첨단소재, 빅데이터, 지능형반도체 분야가 맵핑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유형화 결과>

차세대통신(N)
5G IoT 상용화

드론(무인기)
인공지능(A)

공공용·산업용
무인기 보급

AI 핵심기술 개발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개별산업과 VR/AR 융합

후보물질 100개 개발

지능형로봇
의료·안전용 서비스 로봇

●

차
주행
자율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17 7.0% → ’22 10.5% → ’30 20%)

Appropriability

●

신
대통
차세
●

●

지
에너
재생
●신

●

약
신신
●혁

티
트시
스마

●

연구내용

●●

혁신성장동력 현황 분석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별 기술현황 분석
--(분석 대상) ’05∼’16년도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 관련 美 특허청 출원 특허 데이터
--(분석 1) NBER 기술산업 분류를 활용하여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를 구성하는 기술
산업 및 각 산업별 비중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
※ (의의)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연관 산업 범위 명확화, 정책 대상 범주 명료화

어
스케
형헬
맞춤
)
실
인기
강현
론(무 가상·증
●드

●

봇
형로
지능

소재
첨단
터
데이
●빅
●

(AI)
지능
인공

도체
형반
지능

Technological Opportunity

●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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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유형 1) 보다 넓은 영역의 R&D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widening
정책) 필요, (유형 2) 현재 역량이 검증된 세부 R&D 분야의 심화 연구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deepening 정책) 필요, (유형 3) 민간주도의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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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유형 4) 시장 실패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한다면 타 분야 대비 가장
먼저 집중 지원할 필요
•(연구 2) 혁신성장동력 분야 민간 R&D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방안 제언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시스템혁신 사례분석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연구
연구책임자 이승규

--(문헌연구) 정부지원과 기업 R&D 활동의 관계(대체재/보완재) 논의 종합
--(실증분석) 혁신성장동력 13대 종사기업 중 ’16년∼’17년도까지 정부 R&D 지원금을
수혜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13대 분야별 정부지원-기업
R&D 활동 관계를 분석
--(분석결과) ①분야 구분 없이 수행한 전체 기업 대상 분석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금은 혁신성장동력 분야 종사기업의 R&D 활동과 보완재 관계에 있었음, ②분야 구분
시 보완재 관계인 분야는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맞춤형

연구목적

●●

국내외 시스템 혁신형 사회문제해결 사례 발굴 및 심층 분석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첨단소재, 혁신신약 분야, ③정부지원이 기업의 R&D

•사회 전반의 문제해결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발굴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분야는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하여 문제정의에서부터 문제해결 성과 창출 과정 전반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을 분석

인공지능 분야로 도출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정책제언) 보완재 관계인 분야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될 필요,
●●

나머지 분야는 직접지원보다는 간접 지원(규제 개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국내 주요 사회문제 발굴 및 대응방향 마련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 동인에 의한 주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KISTEP 고유의 방법론

R&D 활동을 유도하는 정책 수립 필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솔루션 발굴 체계)을 활용한 심층 분석 및 과학기술적
대응방향 모색
●●

시사점

●●

혁신성장동력 현황 분석 프레임 마련

공개 포럼 등을 통해 사회가 함께 시스템적 대응방안을 모색
•개방형·참여형 포럼 행사를 통해 사회문제 분석결과 및 사회문제해결 시스템혁신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정량적 현황 분석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전문가가 일반시민과 함께 사회문제에 대한

관련 현황 데이터 축적이 필요

대응 방향과 과학기술의 역할을 논의

--혁신성장동력 관련 현황은 그동안 각 부처가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산발적으로
조사하였고, 데이터 통합도 부재
--본 연구는 객관화된 프레임을 설계 및 적용하여 혁신성장동력 정책의 관련 현황
(기술/정책/산업)을 체계적으로 분석
--해당 분석 프레임은 향후 지속적인 현황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하여 혁신성장동력
정책에 객관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
●●

혁신성장동력 정책의 이론 기반 효과 검증 프레임 마련


시스템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발굴하여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최초로 학술적 관점을 도입한 혁신성장동력 정책의 효과 검증을 시도하였고, 향후에도

•‘LA 공기질 관리 시스템 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론 기반의 정책성과 검증을 확대할 필요
--혁신성장동력 정책은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 이론적/학술적 관점에서 조망/
분석한 연구는 부재
--이에 본 연구는 기술 체제 이론/정부 지원-기업의 R&D 활동 간 관계에 대한 학술적
논의 관점에서 혁신성장동력 정책을 분석
--아울러 분석 결과에 따라 맞춤형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혁신성장동력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본 분석 프레임은 향후 혁신성장동력 정책 성과 검증 시 객관화된 분석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연구내용

●●

혁신 유형(기술혁신, 사회혁신)을 분석함
•1943년 LA 스모그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약 70여 년간 캘리포니아州와 LA에서 진행된
다양한 정책 수단 및 문제해결 노력을 시스템 혁신 관점에서 KISTEP 고유 분석 방법론
인 ‘문제맵’과 ‘솔루션맵’으로 구성
※ 문제맵을 통해 LA 대기오염 문제을 18개 세부문제로 유형화하고 각 문제별로 정책수단을 솔루션맵
으로 정리

•캘리포니아州와 LA의 공기질 관리 시스템 혁신의 5대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7개
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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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공기질 관리시스템 혁신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과학기술과
사회가 함께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차별화된
공개 토론회 개최

No.

시사점

상세내용

1

문제발생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원인 파악 및 구체적 솔루션 마련

- 지역별, 국소별 특성을 고려해 문제 원인을 세분화하여
파악하여 지역/국소별 특화된 솔루션 도출

•미세먼지 문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사회정책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현장 중심의 장기/대형 연구에
대한 투자 필요

- 과학기술 성과가 문제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상용화, 상업화를 전제로 한 R&D 프로그램 추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기/대형 연구 마스터플랜 필요

•「KISTEP 사회문제 커넥팅 토론회: 한국사회의 미세먼지 문제맵(7.1)」을 개최하여 과학

2

3

5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공감
확대 및 수요 반영 노력

-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등 시민 활동
촉진

6

환경과 교통, 지역과 광역의 정책
연계성 및 책임성 강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환경, 도시, 교통 정책을 연계해
종합적 대기질 관리 정책 운영

7

주민들이 스스로 실내 대기질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다양한 분석 과정(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 문헌분석, 일반시민·전문가 의견수렴 등)
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세부이슈를 분석
•미세먼지 세부이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해결 시스템 전환을 위한
‘한국사회의 미세먼지 문제맵’을 구성하고 국가연구개발 투자 현황 등을 분석
※ 문제맵을 통해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19개 세부문제로 유형화하고 각 문제별 주요 정부연구개발과제
현황(연구맵)을 분석

•문제맵의 주요 세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을 도출하고 이를 연계
하는 문제해결 시스템 혁신 방향을 제시
<미세먼지 문제맵 기반 문제해결 5대 추진 방향>

1

종합적인 문제정의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시스템’의 혁신 필요

시사점

●●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문제해결 시스템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국내 최초로 수행됨으로써 향후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음

●●


문제해결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추구함
으로써 과학기술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 고도화에 기여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제도 도입을 통해 창출된 재원을
지역경제와 연결해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

추진 방향

2개 분야 8개 주제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사회정책 연계 방안을 모색

- 대기질 관리기관 주도의 원인 규명, 패턴 연구 등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도 수립 기반 마련

R&D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고도화(과학화) 도모

No.

기술-사회정책-일반시민이 함께 해결방향을 모색
※ ‘미세먼지 정책 수립/평가체계의 과학기술적 근거 강화’, ‘국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응 정책 강화’ 등

선제적 제도 수립이 도전적/자발적 -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현장적용/확산을 위해 관련 정보
과학기술 성과 창출 및 확산의 촉매제 공개, 연계 인프라 조성 등 지원책 수반 필요

4

●●

구축하고 과학기술-사회정책 연계 필요성을 모색

상세내용
- 문제 전주기적(원인-과정-현상-피해) 관점에서 문제
해결시스템 구성 요소별문제 정의가 필요
- 과학기술의 영역과 사회정책의 영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연계방안 마련 필요

2

국민의 기대와 과학기술의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과학기술의
역할 모색 필요

- 문제의 심각성에 편중된 연구개발 시도는 신중한 접근
필요
- 국민의 과학기술적 해결 소망성과 전문가의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이 모두 높은 영역부터 접근

3

사회적 문제해결 시스템의 혁신
목표설정 필요

- 일반시민과 전문가 모두 단편적 문제해결수단 보다는
궁극적인 시스템 혁신을 요구

4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일반시민 설문조사 결과, 문제해결에 국민 참여 필요에
적극 동의한다에 83.8% 응답하였으며, 실제 참여방안이
제시될 경우 참여한다는 의향에 76.7% 응답

5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에 있어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의 구분 필요

- 전문가는 거버넌스구축, 실내공기질개선, 실효적 국민
참여/행동, 정밀한 정보 확보 등을 제시-문제맵기반
정부연구개발의 포트폴리오의 지속적 강화 필요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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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과학기술기반 사회혁신
스코어보드 구축 및 발간 연구

--(과학기술 활동) 활발한 연구개발투자에 비해 논문의 질이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
므로 과학기술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기업가 활동) 창업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성과) 개인 삶의 질, 사회적 기반, 경제적 안정성 모두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

연구책임자 용태석

으로 혁신활동이 삶의 질 개선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혁신
활동과 성과창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연구목적

●●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가 경제성장을 넘어, 건강·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 강화로 확장

●●


과학기술기반
사회혁신 현황을 국가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반 사회혁신 스코어보드 개발 및 적용 분석

시사점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문제해결 성과창출을 위해 R&D성과의 현장보급
확산 촉진을 위한 측정지표의 발굴과 활용이 필요

●●


효과적인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사회혁신정책이 연계 추진
되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스코어보드 지표체계의 고도화 추진

●●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게 나온 항목들에 대해서는 선도국의 정책추진현황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

•과학기술기반 사회혁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스코어보드 지표 체계 개발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기반 사회혁신현황 비교분석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기반 사회혁신정책 개선방향 제안

연구내용

●●

과학기술기반 사회혁신 현황 파악을 위한 스코어보드 지표체계 개발
•사회혁신측정 통합모델*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 및 사회혁신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혁신활동과 성과,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조건을 반영한 스코어보드 개념
모형 설계
* EU의 TEPSIE(The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Foundation for Building Social Innovation in
Europe)프로젝트에서 제안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지표 검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거쳐 과학기술·사회혁신 스코어
보드 지표체계* 구성
* 구조적 조건, 과학기술활동, 기업가활동, 성과 등 4개 부문, 9개 항목, 24개 세부항목, 69개 측정지표로
구성(p.50 [붙임] 참고)
●●

OECD주요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기반 사회혁신현황 비교분석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및 사회혁신 역량을 OECD 주요국과 비교*
* 데이터가용성을 고려해 OECD 10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대상으로 4년 간(’14~’17)의 과학기술·사회혁신 현황 분석

•인적자원, 에너지·물류수송 등의 인프라, 개방성 문화, 창업활동 등은 우수하나, 혁신을
위한 조직·금융 자원, 사회적 자본, 혁신 활동 대비 성과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구조적 조건) 창업 활동의 활발성과 인적자원은 상위권이며, ICT, 에너지, 물류수송,
산업구조 등 인프라와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개방성)도 비교적 잘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을 혁신의 기반으로 활용하여야 함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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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과학기술·사회혁신 스코어보드 지표체계(안)
부문

항목

세부항목
인적자원

측정지표
노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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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학연협력 스코어보드
구축 및 발간 연구

세계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수, 기업의 혁신 역량, 혁신
조직자원

기업의 성장,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수용성,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연구책임자 김진용

우선순위
금융자원

중소기업 자금조달, 벤처캐피털 가용성, 은행 건전성
인터넷 사용자 비중, ICT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수준,

ICT

디지털/기술 수준(Digital/Technological skills), 법적 환경이 기술
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통신 기술 수준

자원

에너지
(utility)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에너지집약도, 전기 접근성, 전기 공급의 질

물류

도로 연결성, 도로 인프라의 질, 항공 운송 서비스의 효율성,

수송

항만 서비스의 효율성

구조적

산업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

조건

구조

수출액 비중

자원

사회적
자본
정책수행
제도

체계의 효과성
정치체제의

문화

개방성

경제 및 사회 개혁 요구

성과

평가항목

지표

데이터

1-1 정부 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 재원 비중

(’15) 0.499점 (12위 / 36개 국가)

1-2 기업 연구개발비 중 정부 재원 비중

(’15) 0.119점 (24위 / 36개 국가)

1-3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19) 5.53점 ( 36위 / 46개 국가)

1-4 타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연구개발비 (’10) 0.52% ( 9위 / 23개 국가)
1-5 기업의 R&D 투자 적극성

삶의 질 관련 연구개발투자 총액

논문
특허

사회

공공 및 민간의

지출

사회지출

창업

창업활동

삶의 질

구분

투표율, 민주주의의 질, 언론자유
(연구개발투자총액에서 우주개발 및 탐사, 국방을 제외한 금액)

협력과

<산학연협력 스코어보드 지표 현황>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강조되는 정도(과학기술 문화 관련 지표),

연구개발투자

네트워크

•투입, 활동, 산출, 인프라 등 4개의 유형을 구성하는 42개의 국제 지표 데이터 최신화

민주성

활동
활동)

국가별 산학연협력 지표 최신화 및 지표체계 개선 기획

과학발전에 대한 대중의 태도, 발명과 신기술에 대한 관심

사업화

(사회적

●●

대한 태도

정부와 민간의

산출물

연구내용

literacy

기술이전 및

기업가

기업가적 위험에 대한 태도, 창업에 대한 태도,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투자

기술
활동

입법과정의 효과성, 법치수준, 정치적 안정성, 과학연구 관련

연구개발

과학


산학연협력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산학연협력 관련 종합적·체계적인 지표 구축
및 심층이슈 분석

정부의 집행 역량, 정부정책의 투명성, 규제(정책)의 품질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과학

●●

사회적 네트워크

효과성

도전성

연구목적

협력활동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H 지수

자금

투입

(Citable documents H index)
인력

IPC 분야별 특허 건수, 삼극특허수
지적재산 사용료 수입
사회적 목적의 투자(공공/민간), GDP대비 공공부문 사회지출의

2-1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

(’19) 6.77점 ( 27위 / 46개 국가)

2-2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 정도

(’16~’17) 4.5점 ( 31위 / 48개 국가)

2-3 연구기관의 질적 수준

(’16~’17) 4.8점 ( 30위 / 48개 국가)

2-4 전체 연구자 중 대학연구자 비중

(’17) 10.13% ( 33위 / 33개 국가)

2-5 전체 연구자 중 연구소 연구자 비중

(’17) 7.09% ( 23위 / 32개 국가)

2-6 인구 천명당 기업 연구개발인력

(’15) 6.34명 (3위 / 32개 국가)

2-7 기업의 혁신역량

(’16~’17) 4.7점 ( 31위 / 48개 국가)

비중, 인구 1인당 공공부문 사회지출, GDP대비 자발적 민간의 사회

3-1 기업간 기술협력

(’16~’18) 0.289점 ( 30위 / 36개 국가)

지출 비중, 공공부문의 혁신에 대한 투자

3-2 기업의 신기술 흡수 적극성

(’16~’17) 5.3점 ( 18위 / 48개 국가)

인구 대비 기회형 창업 비중
이해관계자 간 협력, 민관협력, 지식 이전(Knowledge transfer)

협력연구

3-3 산학 연구협력 정도
3-4 대학 및 공공연구소와 협력한 기업

활동

(’16~’17) 4.4점 ( 23위 / 48개 국가)
(’12~’14) 대 5.84% ( 24위 / 28개 국가)
중소 6.75%( 27위 / 28개 국가)

3-5 공공 지원을 받은 기업 수

(’12~’14) 50.2% (1위 / 28개 국가)

4-1 창업활동지수

(’17) 0.478점 ( 9위 / 32개 국가)

개인 삶의 질

삶의 만족도, 건강, 일과 삶의 균형, 환경

기술이전

사회적 기반

사회적 관계, 교육, 안전, 시민참여

/사업화

주거, 소득, 일자리

인력교류 5-1 기업의 직원훈련 정도

경제적 안정성

(’16~’17) 4.4점 ( 23위 / 48개 국가)

(’18~’19) 4.5점 ( 29위 / 48개 국가)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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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항목
협력연구

지표

데이터

6-1 외부개발 상품 및 서비스의 혁신

-

6-2 기술분야별 논문을 인용한 특허 수

(’11~’13) 27.1% ( 9위 / 36개 국가)

7-1 로열티와 라이센스 비용 지출

(’13) 41.1점 ( 13위 / 45개 국가)

7-2 전문 지재권 대여 기업의 총 수입

산출

-

기술이전 7-3 전문 지재권 대여 기업의 수입 비율
/사업화

제도

인프라

지원

금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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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초기 창업 비율

(’18) 6.8% ( 11위 / 32개 국가)

7-5 신규 사업체 비율

(’18) 7.9% ( 8위 / 32개 국가)

7-6 새로운 제품 및 시장 비율

(’18) 14.7% ( 11위 / 34개 국가)

8-1 법인/지사 설립 절차

(’18) 2단계 ( 2위 / 48개 국가)

8-2 법인/지사 설립 소요일

(’18) 4일 ( 10위 / 48개 국가)

8-3 법인/지사 설립 비용

(’18) 14.6% ( 44위 / 48개 국가)

그림1 인공지능 공동특허 네트워크

그림2 인공지능 공동논문 네트워크

8-4 법인/지사 설립 최소비용

(’18) 0원 (1위 / 48개 국가)

나. 지능형 로봇

8-5 법적 환경의 기술개발 및 응용 지원정도

(’19) 5.79점 ( 29위 / 46개 국가)

•논문과 특허 공통으로 산학연협력 핵심주체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8-6 과학연구 관련 법률의 혁신 지원정도

(’19) 5.54점 ( 40위 / 46개 국가)

9-1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 지원 정도

(’19) 5.54점 ( 40위 / 46개 국가)

9-2

공공 및 민간부문 벤처의 기술개발 지원
정도

한양대학교로 분석
<지능형 로봇 분야 산학연협력 핵심기관>

(’19) 5.6점 ( 35위 / 46개 국가)

9-3 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

(’15) 0.35%

10-1 벤처자본투자

(’16) 8.6% ( 4위 / 29개 국가)

10-2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18~’19) 3.4점 ( 37위 / 48개 국가)

10-3 대출접근용이성

(’11~’12) 2.2점

11-1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16~’18) 0.263점 ( 27위 / 36개 국가)

11-2 투자자 보호지수

(’15) 7.3점 ( 11위 / 48개 국가)

11-3 기업 클러스터 조성 정도

(’18~’19) 4.6점 ( 21위 / 48개 국가)

분야
지능형
로봇

유형

산학연협력 핵심기관

논문

가톨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병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포항
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특허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케이티,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현 지표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 및 과제 도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지표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산학연협력과 유관한 국제지표 중심으로 개편
●●

혁신성장동력분야(인공지능, 지능형로봇)의 산학연협력 특성 및 생태계 분석
※ 특허와 SCI 논문 데이터를 활용

가. 인공지능
그림3 지능형로봇 공동특허 네트워크

•산학연 공동 특허는 단독 특허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대표적인 질적

그림4 지능형로봇 공동논문 네트워크

지표인 피인용도 평균이 높게 나타남
•논문과 특허 공통으로 산학연협력 핵심주체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분석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협력 핵심기관>

분야
인공
지능

유형

산학연협력 핵심기관

논문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삼성의료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특허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삼성전자, 서울대학교, 에스케이텔레콤, 연세대학교,
케이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사점

●●


산학연협력
관련 종합적·체계적인 지표 구축 및 심층 이슈 분석을 통한 국가과학
기술 전략기획, 주요 중장기계획 수립 등 정책기획 단계부터 정책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급 분석 자료 제공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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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과학기술인력(HRST)
스코어보드 구축 및 발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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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표 정성적 분석결과 및 주요 이슈별 분석 예시>

생애주기

지표명

이슈

정성적 분석 결과

[초중고-6]

영재교육 수혜자 수

양성

2013년까지 영재교육 수혜자 수 및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정체하는 경향을 보임

[대학-12]

대학 졸업자 수

양성

최근 전문학사 및 학사 전체 졸업자 수는 2019년
기준 전년대비 감소·유지하는 추세이나 과기인력의
졸업자 수는 전년대비 증가

[대학-31]

외국 대학의
한국인 유학생수

유출입

외국 대학의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최고점을
기준으로 증가·감소가 반복되는 추세

[대학원-14]

미국 내 주요국의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수

국제

우리나라의 미국 내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중국은 계속 증가, 일본은
감소 추세)

[대학원-24]

대학원 졸업자 수

양성

우리나라의 대학원 졸업자 중 과학기술인력은 2017년
이후 소폭 감소·유지되는 추세

[재직-4]

실업률(경활)

활용

과학기술인력의 실업률은 2017년에 전년대비 상승한
후 2018년에 다시 감소하였으며, 비과학기술인력에
비해 대부분 낮게 나타남

연구책임자 김지홍

연구목적

●●


과학기술인력
관련 통계정보 생산 및 구축을 통한 객관적 증거·사실 기반의
과학기술인력정책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공급지표) 국내외 과학기술인력 관련 지표 수집·선별·분석·가공
•(수요지표) 정책 수요가 있어 생산이 필요한 과학기술인력 지표 영역을 발굴하고 순차적
으로 생산
•(이슈분석) HRST 지표 등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 정책 이슈 및 현안에 대한 현황을

[재직-23]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 제시

연구내용

●●


(공급지표)
국내외 과학기술인력 관련 통계 지표에 대해 정책적 활용성, 국제
비교성 등의 지표유형을 고려하여 416개 공급지표를 선정·관리
•생애주기, 분석내용, 주요이슈 등의 지표 체계의 구조화를 통해 416개 지표 선정 및

총 경제활동인구 대비 연구
개발
연구원 및
연구개발인력 비중
인력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이슈

정성적 분석 결과

양성

최근 영재교육 수혜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의 과학기술인력 졸업자 수는 소폭 상
승한 반면 대학원의 과학기술인력 졸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과학기술인력의
취업률은 최근 소폭 감소·유지하는 경향

유출입

우리나라 대학 및 대학원의 과학기술분야 외국인 유학생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
나고 있으며, 외국대학, 대학원의 한국인 유학생 수는 최근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여성

이공계 여성 석사 및 박사 입학생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졸업생 수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

관리, 업데이트 추진
●●

<HRST 공급지표 전주기 단계 및 분석내용별 현황(2019년)>

규모

전주기단계/
분석내용

저량

유량

저량·유량

초·중·고

9(0)

3(0)

대학

11(8)

대학원

수준

인식

1(0)

6(6)

18(5)

5(3)

22(16)

22(5)

재직

43(17)

기타

4(3)

총합계

환경

총합계

교육

노동

환경

20(18)

7(5)

2(1)

0(0)

48(30)

1(1)

47(2)

8(4)

2(2)

1(1)

93(26)

4(0)

1(0)

18(3)

12(4)

2(0)

0(0)

81(28)

16(11)

1(0)

39(8)

36(3)

10(2)

26(10)

0(0)

171(51)

2(1)

0(0)

1(1)

16(1)

0(0)

0(0)

0(0)

23(6)

89(44) 61(22)

11(3)

48(16) 137(27) 37(15)

32(13)

1(1)

416(141)

주)( ) 괄호는 국외 공급지표 수

•최근 시계열 자료가 확보된 핵심지표 34개에 대한 정성 분석 추진 및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주요 이슈별 분석 실시


(수요지표)
본 「신입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스킬 및 창의성 수준 인식 조사」는
HRST Scoreboard 구축 및 발간 세부과제에서 발굴된 신규 수요지표*를 생산
하기 위해 추진
* 정책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급(생산)되고 있지 않는 지표
<조사 요약>

항목
조사 모집단
조사대상

내용
- 목표모집단: 국내에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
- 조사모집단: 최근 2년 이내 국내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투자)을 하는 기업 연구소
- 신입과학기술인력

: 2017.8.1. ~ 2019. 7. 31 동안 기업에 입사한 학사 이상의
이학/공학/의약학 계열 전공자

표본 규모/범위 - 1,074명
표본추출방법

- 업종, 기업 규모, 지역을 기준으로 다단계 층화 추출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복합조사(온라인, 전화, 팩스 병행)

표본오차
자료수집기간

- 95% 신뢰수준에서 ±2.93%p
- 2019년 11월 4일 ~ 2019년 12월 9일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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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중요도, 수준격차(현재수준-요구수준) 및 추가교육 필요도 인식)

•대부분의 지식 및 스킬 항목에서 중요도와 추가교육 필요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신입과학기술인은 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추가

--신입과학기술인력은 ‘주 전공 실무·응용 지식’, ‘주 전공 기초지식’ 등 전공분야 지식을

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

중요하게 인식
--신입과학기술인력은 ‘융합지식’(-7.0점)과 ‘직무 관련 법·제도 지식’(-7.0점), ‘주 전공
실무·응용 지식’(-6.7점) 등의 항목에서 지식 수준의 격차를 크게 인식
--‘주 전공 실무·응용 지식’(60.8점) ‘주 전공 기초 지식’(55.5점), ‘융합지식’(52.7점),
‘직무 관련 법·제도 지식’(52.7점) 등의 지식 항목에 대한 추가교육이 높게 필요한
것으로 인식
•스킬(중요도, 수준격차(현재수준-요구수준) 및 추가교육 필요도 인식)

시사점

●●

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인력이 전 생애주기 동안
성장·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신입과학기술인력은 ‘문제해결능력’, ‘판단력·분석력’ 등의 스킬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하며, 그 다음 ‘창의력, 추상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중요하게 인식
--신입과학기술인력은 ‘기술 사업화 능력’(-12.7점), ‘문제해결능력’(-10.1점), ‘판단력·
분석력’(-10.1점), ‘창의력, 추상적 사고 능력’(-9.7점), ‘자원 및 일정관리 능력’(-9.3점)

●●

•산업현장에서의 스킬 수요 등에 기반한 재교육 체계 구축 및 이공계 교육 정책의 현장

--‘판단력·분석력’(60.6점), ‘문제해결능력’(60.2점), ‘창의력, 추상적 사고 능력’(59.9점)

수요지향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등의 스킬 항목에 대한 추가교육 필요도를 높게 인식

--신입과학기술인이 인식하는 전반적인 창의성 수준은 40점대 중후반으로, 신입과학
기술인력은 창의성 수준을 ‘보통’ 보다 다소 낮은 정도로 인식
--신입과학기술인이 인식하는 창의성 추가교육 필요도는 전반적으로 50점대 초중반
으로, 추가교육의 필요 정도를 ‘보통’ 정도로 인식
•대학 및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대학에 대한 요구사항은 ‘실무·실습 교육 강화’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산학협력 및 산학연계 교육 지원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슈분석)
개인특성(성별, 최종학위, 전공, 직종)별 분석 및 신입과학기술인과
멘토 간 인식 비교 분석, 직무역량 중요도·추가교육 필요도 관계 분석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신입과기인의 역량 인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성별에 따른 지식·스킬의 현재수준 인식 차이는 크지 않으나, 항목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며, 주로 여성이 인식하는 스킬에 대한 요구수준이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남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지식·스킬에 대한 요구수준 및 현재수준의 인식도 대부분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의약학 계열을 전공한 신입과학기술인이 지식 항목에 대한 요구·현재수준을 높
게 인식하였으며, 스킬의 수준격차(GAP)를 크게 인식
•연구직에 종사하는 신입과학기술인의 지식항목에 대한 요구수준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기술직 종사 신입과학기술인이 스킬항목에 대한 요구·현재수준을 상대적으
로 낮게 인식
•모든 지식·스킬 항목에서 신입과학기술인력의 멘토가 신입과학기술인력의 요구·현재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신입과학기술인은 주로 스킬항목의 수준격차(GAP)를
멘토보다 크게 인식

스킬 수준격차의 인식은 항목에 따라 멘토와 신입과학기술인 사이의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

순으로 스킬 수준의 격차를 크게 인식

•창의성(현재 수준 및 추가교육 필요도 인식)

신입과학기술인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역량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활동

●●


신입과학기술인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의지 및 요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제적 교육 학습 지원이 필요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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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과학기술혁신정책
스코어보드 개발 연구

•(과학기술혁신 정맥포럼) 과학기술과 산업·인력 등을 연계한 혁신정책 관련 아젠다
도출 및 심층 논의 추진
<2019년도 과학기술혁신 정맥포럼 추진 경과>

구분

연구책임자 변순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전략과 스마트팩토리

제2차
2019.3.20.

혁신 성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모델

제3차
2019.4.19~20.

연구목적

●●


K-STIP
Scoreboard 안정화 및 국제화를 추진하고, K-STIP Scoreboard 산출·
제공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K-STIP scoreboard 종합지표, 과학기술인력 등 4대 부문별* scoreboard 및 심층분석
실시
* 과학기술인력, 지역과학기술산업, 민간기술혁신, 산학연 협력 등

연구내용

●●


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K-STIP Scoreboard 최신화·발간, 과학기술혁신
정책정맥포럼 등 추진

중소기업 기술금융과 벤처혁신

제4차
2019.5.22.

규제샌드박스 대한민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제5차
2019.6.26.

병원벽을 넘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산연구망

제6차
2019.7.24.

인슈테크, 세계는 지금

제7차
2019.8.30~31.

•국가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인식조사 설계 및 인식조사 실시

논의 주제

제1차
2019.2.20.

2019년도 과학기술혁신 정맥포럼 하반기 주제 발굴 및 정책 이슈

제8차
2019.9.20.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제9차
2019.10.25.

유전체 기반의 미래헬스 및 새로운 산업의 탄생

제10차
2019.11.27.

드론 활용 기술과 서비스: 공공분야 감시/매핑 중심으로

제11차
2019.12.23.

2020년도 과학기술혁신 정맥포럼 주제 발굴

•(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주요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과학기술혁신시스템 현황 조사 실시(2차년도 수행)
•(K-STIP scoreboard 최신화 및 발간) 과학기술인력, 지역과학기술산업, 민간기술혁신,
산학연 협력 등 scoreboard 발간
•(부문별 이슈 심층 분석) 부문별 거시 및 미시 지표와 정책동향을 통해 핵심이슈를 도출
하고 국내 현황 및 주요국 관련 정책 동향 등을 진단·조사·분석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
<영역별 심층분석 이슈 리스트>

구분
과학기술인력

지역과학기술산업

민간기술혁신

산학연 협력

심층분석 이슈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개인특성별 분석
•신입 과학기술인력 및 멘토 간 인식 비교 분석
•직무역량의 중요도 및 추가교육 필요도 인식 관계 분석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체계 검토
•한·중 지역혁신체제의 효율성 분석
•과학기술 환경과 지식이전의 관계 분석
•협력유형에 따른 기업의 혁신성과 분석
•인공지능 산학연협력 특성 및 생태계 분석
•지능형로봇 산학연협력 특성 및 생태계 분석

시사점

●●


국가과학기술
전략기획이나 주요 중장기계획 수립 등 정책기획 단계부터 정책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급 분석 자료 제공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부문별 상위계획 수립 지원 시 활용하고 부문별 신규사업 발굴
이슈 또는 선제적인 정책 대응 시 활용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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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민간혁신스코어보드 지표체계를 활용한 국내 민간혁신시스템 현황 진단
•혁신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제도 영역에서 과학기술 관련
법적인 환경 측면(지식재산 보호정도,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등)과 금융제도 및 노동시장 효율성 측면의 세부 지표들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책임자 고윤미

•혁신활동을 조직활동과 지식활동을 구분한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식활동 수준은
양호하지만, 조직혁신의 비율 및 형태 등 조직혁신 분야의 세부 지표들이 열위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특징들은 각각의 세부 지표들에 대해 최근 몇 년간의 지표 추이가 유사한 양상을
보임

연구목적

●●


현행
민간혁신스코어보드 지표체계의 최신화 및 이를 활용한 국내 민간혁신
시스템 현황 분석

●●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과학기술 환경을 분석
•과학기술 법률의 혁신지원, 공공 및 민간 벤처의 기술개발 지원 환경, 기업의 혁신역량

•민간혁신스코어보드 지표체계를 활용한 민간부문 혁신활동 모니터링 및 우리나라

등이 산학 간 지식전달 및 기업의 기술협력 등 지식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민간혁신 시스템의 개선방안 논의

으로 나타남

--민간혁신스코어보드 지표체계 중 주요국과 비교하여 열위 부문을 선정하고 이에

•지식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 확대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나 인프라 등과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향 등 정책적 시사점 분석

같은 기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확인

•국내 민간혁신 활동과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유형에 따른 기업의 혁신성과를 분석
•협력 유형을 과학적 협력, 공급망 협력, 경쟁자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실시
•과학적 협력, 공급망 협력, 경쟁자 협력 모두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에서는 과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반을 확보하고,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내용

●●

민간혁신스코어보드 세부지표 최신자료 반영 및 보완
•민간스코어보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민간혁신체계의 현황을 진단한 결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직혁신 분야(조직혁신의 비율 및 형태 등), 지식산출 분야(산학연 공동
특허 등록건수, 국제공동 특허 등록건수 등) 등에서 약점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

●●

시의성 있는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우리나라 민간혁신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취약한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협력부문에
대해서 상세한 현황 진단
•과학기술환경과 지식이전, 협력유형과 기업 혁신성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지식이전
촉진을 위해 제도나 인프라 등과 같은 기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기업 상황에 적합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

제품개발과 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경쟁자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자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음
•과학연구기관, 공급업체, 경쟁자 등 기업 상황에 적합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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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

•국가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현황 인식지표 고도화 및 인식지수 산출
--한국형 국가 혁신모형*에 기반을 둔 정책구조의 연계를 통해 종합 인식지표를 개발
하고, 제1기 제2차 종합 인식지수 산출
* Anold & Kuhlman 모형을 수정한 한국형 혁신 모형(KIS, Korea Innovation System)
※ 정책구조 및 중요도는 1차 기간 중 변동 없이 적용 예정

연구책임자 김승태

※ 국가 과학기술 현황 종합 인식지표

•2019년도 인식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제1기·제2차)
--전화응답, 온라인, 이-메일 등을 병행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설문 실시

연구목적

●●

※ 설문은 10~15분 내외, 응답사례로 인당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지급


최상위
과학기술 계획* 주기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현황에 대한 종합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패널 및 횡단면 분석을 통한 차기 과학기술 정책 수립 시사점 발굴
•KISTEP-NISTEP 공동아젠다 협력과제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제4차, 2018-2022)

--양국의 종합 인식조사 결과 등의 주기적 공유를 통한 상호협력 및 발전방안 도출

•과학기술 정책은 정책입안자의 인식에 따라 결정·입안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과학기술

※ 매년 9월 중순 경 NISTEP 실무연구진과 정기 교류

정책의 전반적 효과성 확인 방안 부재
--성과통계 등 정량자료, 전문가 자문이나 공청회 등은 이해 폭에 한계가 있을 뿐만

●●

아니라 정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불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2019년 종합 인식지수는 2.78점으로 보통의 인식
수준이며 중앙값 3.0점보다 0.22점 하회하는 수준
•가장 긍정적인 항목은 경제적 기여로 3.71점이었고, 반대로 부정적인 항목은 창업/

•이에 2018년부터 국가 과학기술 전반에 관하여 패널조사 기반의 정기·종합적 인식

기업가정신 2.32점과 인력교류/이동 2.31점

조사 실시

•인식지수는 전년대비 0.07점 상승하였으며 높게 상승한 항목은 거버넌스 0.11점, 경제적

※ ’19년도는 ’18년도에 이어 제1기-제2차 인식조사 실시

기여 0.11점, R&D규제 0.12점이었으며 반대로 하락한 항목은 고등교육/대학연구로
0.02점 하락

연구내용

●●

국가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인식조사 설계
•인식조사 분류체계, 분야별 설문항목·Poll* 고도화 및 조사방안 개선

시사점

* 최대유지 원칙으로 최소범위(거절, 연락처미상, 이탈자 제외)에서 일부 조정

--정치체제·혁신주체·혁신활동·성과활용확산·인프라및제도 등 5대 부분, 2~4개 항목,
4~5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일반질의 44개, 심층질의 6개 등 총 50개 질의항목으로
구성
<2019년도 인식조사 질의항목 구성>

부문

일반질의
(A)

정치체제

6

혁신주체

14

14

혁신활동

12

13

성과 활용·확산

5

5

인프라 및 제도

7

7

총계

44

46

주관식(a)

심층질의
(B)

’17-’19
연계

’18-’19
연계

소계
(=A+B+a)

7

1

4

7

14

2

7

14

30

3

9

13

28

0

1

5

10

0

5

7

14

6

26

46

95

●●


과학기술정책의
현장 체감도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한 주기적 인식조사 결과 축적
및 이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발굴, 차기 과학기술정책 등에 반영에 활용
•과학기술 기본계획 주기에 따라 매년 인식조사 추진을 통한 조사자료 축적

추진 연구과제

21

64

65

KISTEP 2019 Annual Report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 발굴 및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연구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 2030>

미래사회
변화 요소

연구책임자 변순천

속성 및 대응 방향

연구목적

●

초연결·초지능 등
혁신기술의 확산

인구구조의
고령화

경제·사회 패러다임
근본적 변화

기후변화, 환경오염
심화

가치, 문화의 다양화 및
격차 확대

속성

대응방향

변화 가속화
불확실성 증가
다양성, 격차 증가

영역확대
도전, 임무 강화
포용성 확대

•플랫폼 경제시대의 혁신 정책 추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혁신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향 및 정책 과제를 제시

미래를 위한
영역 확대

•보호 무역, 기술전쟁 시대의 과학기술적 대응
•미래 일자리 변화 대응체계 구축
•과학기술분야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 개선

•혁신정책 관련 이슈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동향 조사는
단편적 분석에 그침
•혁신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선정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지속가능한 민간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문제해결을 위한
도전·임무 강화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정책 아젠다로 정리

•파급력이 큰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고위험 혁신 연구 추진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미션지향성 강화
•민간 수요 기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

혁신의 포용성
확대

연구내용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과기인재 정책 추진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역량 강화
•인공지능(AI)시대,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적 대응

(이슈발굴) 경제·사회 분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혁신모델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선정
•최신 정책 수요, 이슈의 향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이슈분석)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혁신정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변화
및 파급효과 전망·분석
•특히, 해당 이슈에 대해 경제·사회 변화 관점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정책에서 대응
해야할 방향성 및 정책과제 도출

●

(아젠다화) 각 이슈와 대응방안을 종합하여,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향후 고려
해야할 핵심 아젠다*로 정리
* 2030년을 내다보는 과학기술혁신 정책 아젠다(12개)

시사점

●

부상하는 혁신이슈에 대한 심층분석자료 제공 및 혁신 정책 관점에서 시사점
제시

●

다양한 혁신이슈를 혁신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과제로 활용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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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한 혁신정책
방안 도출 연구

--수요기업과의 주된 협력 방식은 수시로 협의(44.9%), 연구개발 과정 주요 단계(초기,
중기, 최종)에 협의(35.5%), 독자수행(15.6%) 순
--연구성과의 지식재산권 등록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6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
--연구성과를 활용한 제품 제조 경험은 있다(21.6%), 없다(78.4%)의 비율로 나타남
•연구개발 활동의 촉발 요인, 연구성과의 활용방식을 2개의 축으로 국내 연구개발
서비스업 기업들의 혁신유형을 4개 그룹으로 유형화

연구책임자 최동혁

연구목적

●●


연구개발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지식창출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도출
•현행 연구개발서비스업 구분 및 지원 정책은 기업의 혁신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세부 유형별로 특화된 지원 정책도 부재
※ 관련 법령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으로 구분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대상 설문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혁신활동 유형화 시도
●●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 특성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 연구개발
서비스업 관련 정책의 개선 방향 도출

※ 기존 학술연구(Li, Gagliardi, and Miles, 2019)의 구분 기준을 도입해서 유형화 시도

시사점

●●


기존
연구개발서비스 정책에서 이 분야의 혁신특성 고려 부족하며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혁신 유형에 따른 지원정책 고려 필요
•연구개발서비스 분야가 특수한 혁신 특성을 가짐에도 관련 정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틀을 그대로 따름
--정부R&D 과제 지원시 연구개발서비스업 해당 기업 여부를 판별해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의 정책을 운영 중
--연구개발서비스 수요-공급의 연결을 활성화시키는 혁신시스템 관점의 해법이 필요
•연구개발 활동의 촉발 요인이 고객이나 시장의 수요인 경우 수요 진작 정책이 필요
--바우처 사업과 같은 형태의 사업을 확대로 공급기업에 정부R&D 자금과 동시에 수요
기업의 수요에 관한 정보를 동시에 지원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혁신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 정책 도출
•연구개발 활동의 촉발 요인이 새로운 기술적 기회에 대한 기대인 경우 공급 측면의
신기술 개발 촉진 정책이 필요
--현행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일부 과제를 진행
중이나 규모가 매우 한정적
--유망 신기술 분야 서비스R&D 기획에 따른 대형 과제 지원 필요

연구내용

●●


국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대상으로 혁신활동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
하고 수요자와의 상호작용 등 혁신 특성을 유형화
•국내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 대상 설문
--연구개발서비스협회 등록 기업(약 1,500여개)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301개
응답 회수
※ 설문기간: 2019년 11월4일~11월27일

--기업 개요, 혁신활동 특성 유형, 혁신활동 장애요인, 정책 선호도 등에 관한 설문문항
포함
•연구개발 활동의 촉발 요인, 연구개발 활동의 유형, 수요기업과의 협력 등 혁신활동의
주요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 도출
--연구개발 활동의 촉발 요인으로 응답기업의 2/3는 ‘시장의 수요’가 1/3는 ‘기술적
기회’가 더욱 중요하다고 응답
--연구개발 활동의 유형으로 응답기업의 40%는 가변적인(unstructured) 형태, 60%는
조직적인(structured) 형태라고 응답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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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창업 생태계
한·중 비교 연구

--혁신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국제화를 가속하기 위해 첨단
기술산업개발구나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사업을 지원
●●

한·중 창업 생태계 지원 정책 비교
•한국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책임자 서행아

--(기업)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에 설립된
기업 중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19년 말 기준 715개 기업이 해당
--(자금) 민간 VC자금이 열악한데, 국내 민간 VC는 수도권에 90%이상 본사를 두고
있어 대부분 정부 자금에 의존하여 추진
--(인재) 특별한 인재 유치 정책은 별도로 없으며, 정부 LINC+, 청년 TLO 사업을 활용,
이노폴리스캠퍼스, 액셀러레이터, TIP 사업을 통해 운영지원

연구목적

●●

--(서비스) 연구개발진흥재단에서 기술발굴, 기술금융, 멘토링 등 지원


한·중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창업 생태계 분석을 통해 국내 연구소기업 창업
촉진 및 중국과의 협력 방안 제시

•중관촌 시범구
--(기업) 대기업을 포함하여 총 22013개의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그 중 마이크로 기업은
전체 기업의 83%를 차지
--(자금) 중관촌 투자 규모는 중국 전체의 1/3를 차지하며, 44개의 벤처캐피털을 보유,
만명 이상의 엔젤투자자 상주, 엔젤투자의 80%가 주식 투자 중심으로 추진
--(인재) 국가급 천인계획, 북경시 해취공정, 중관촌 추잉인재계획 등을 통해 해외 인재

연구내용

●●

및 유학생, 국내 우수 인재 흡수

연구소기업 지원 정책

--(서비스) 중관촌 과기단지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하며, 개방형실험실, 민간 투자

•한국 연구소기업 현황

서비스 등 총 147개의 서비스 기관 입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 중

--(국제화) 시범구내 87개 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 총 시가는 6,702억 위안에 달함

주식 보유 요건 등을 충족한 기업으로 정의(연구소기업 주식 20% 이상 보유)
--’19년 12월 말 기준 현재 715개 기업 운영

●●

<한국 연구소기업 현황>

구분
매출액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개요
’14년

’15년

’16년

’17년

28,386 43,005 72,482 120,858 164,362 236,504 292,137 383,139 473,899

종업원

237

272

310

524

639

연구소기업 실태조사

850

1,194

1,908

2,542

•한국 연구소기업 지원 정책 현황
--과기부 연구소기업 설립성장 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의 공공기술사업화의 대표
모델로 육성
※ 연구소기업 발굴, 기술가치평가지원, 연구소 기업 성장 지원, 기술 사업화 R&BD 지원, 기술 금융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지원모델로 공통지원(TrackⅠ) 기업진단, 역량강화 교육, 애로사항
지원과 분야별지원(TrackⅡ) 기업 매칭, 제품 제작·판로개척, 성장지원 등으로 구분
•중국 연구소기업 현황
--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연구소기업이 대규모로 형성되었다가 현재는 대학지주회사나
지방 정부 지원하에 대학 및 연구소의 산업기술원 형식으로 추진
--칭화대는 전국 첨단기술개발구와 연계하여 R&D형 창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X-Lab을 활용하여 학내 연구의 창업을 지원
•중국 연구소기업 지원 정책 현황
--중국과기부 화거센터에서 추진하는 화거계획을 통해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추진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700여개를 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성장 요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152개 기업이 응답
※ (설문문항)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인력, 기술, 마케팅, 네트워크, 경영환경, 경영상 애로사항

•조사결과
--(자금) 출자경험 유무로는 단계별 대부분 외부투자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인력)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만족도가 46.7%, 마케팅 인력은 39.5%, 전반적 인력
현황은 40%로 나타남
--(기술) 창업 배경으로는 기술기반이 69.7%, 시장기반이 47.4%로 조사되었으며, 기술
및 시장 혁신 포지셔닝으로는 신기술+기존시장이 43.4%로 응답율이 높았음
--(시장) 제품 및 서비스 유형으로 B2B 고객만 있음이 48%로 높게 나타남
--(마케팅) 비즈니스모델은 차별화 되어있다고 65%가 답하였고, 해외진출 선호지역으로
중국을 가장 선호(31.6%)
--(성과) 기술이전사업화 창출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질적 성과로는 제품 및 서비스
아이디어 독특성이 65.8%로 나타남
--(경영상 애로사항) 자금조달애로, 해외시장개척, 국내 판로개척 애로 등 순서로 높게
나타남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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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3.01

법률, 회계, 세부 관련 지식 부족 애로
산학연간 협력 활동 애로

2.74

고령사회의 과기인력 확보 방안 연구:
잠재인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2.91

각종 규제 애로
조직관리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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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주혜정

2.72

기술유출 애로

2.8
3.53

자금조달 애로
3.26

필요인력 확보 및 유지 애로
해외시장 개척 애로

3.35

국내 판로개척 애로

3.35
3.19

기술 사업화 애로
신기술 개발 애로

연구목적

●●

저출산·고령화 시대 과기인력 정책의 전환 방향 모색
•저출산·고령화의 주요 사회적·경제적 변화 상황을 파악하고, 환경 변화에 현 과기 인재

3.11

정책이 얼마나 대비되어 있는지 전반적 점검 필요
●●

•최근의 국내외 동향 및 중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향후 어떤 정책과제들이

정책 제안

추진되어야 하는지 방향성 모색

•연구소기업 기술 사업화 확대 방안
--시장 수요에 따른 기술 개발을 위해 대기업과의 개방 협력 방안 도출
※ 바이두 컨소시엄, 알리바바의 컨소시엄 사례 참고

--시장 수요에 따른 기술 개발을 위해 대기업과의 개방 협력
•창업 생태계 지원 방안
--(인력) 국내·외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기존 지원기관간 인력 허브 구축
--(자금) 창업 초기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엔젤투자 확대 및 정부 자금 외

연구내용

●●

민간 VC 투자 연계 강화
--(서비스) 대규모 민간투자 유입을 위한 전략형 액셀러레이팅 기능 확산 및 기술공급-

과학기술 인력을 둘러싼 환경변화 및 현황 진단
•과학기술인력 측면에서 관심 가져야 할 인구구조 및 경제·사회 변화에 대해 논의

●●

수요 연계를 위한 개방형 혁신 제도 마련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각국의 중점 국내·외 정책 동향 검토
•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내외 정책 방안 검토 및 시사점 도출

--(국제화) 글로벌 해외 진출 정보 플랫폼 마련
●●

고령화 관련 과기인력 정책 추진현황 및 특징 분석
•전체 과기인재 정책과제 중 잠재인력 직접 지원 과제는 전체 예산의 2.3%로 매우 적고
비R&D, 복수지원, 인력활용형이 중심으로 복합적 인프라 구축의 성격을 띰
•당사자의 요구 및 수요기업의 현황을 반영한 정책 대상자 특성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
사업 설계가 필요

●●

시사점

●●


북경
중관촌 창업 생태계 환경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글로벌 창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에 기여

고령화 관련 최신 정책 이슈 및 주요 쟁점 도출
•유입을 넘어선 성장, 전직이나 경력 전환을 위한 과기인력 특화 재교육, 국가 전략 분야
인재의 적극적 유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관심 확대, 민간과 정부의 역할 등
•생산적 고령인력 활용 촉진 방안, ICT 기반 신산업의 성별 기대와 한계, 경직적 제도 및
근무환경의 보완 필요, 다양한 인력 간 상호 이해와 교육 필요성

●●

고령사회 대비 과학기술 인재정책 정책방향 도출
•새로운·다양한 인력 확충 및 활용 경로 확대
•전 생애 걸친 현장·수요 중심 교육훈련 및 인증체계 설계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 조성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72

●●


고령사회와
저성장 시대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및 경제·사회 변화 시기에는
기존과 같은 이공계로의 양적 확대 정책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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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특히 현재의 잠재인력대상 지원사업은 다양한 지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우 적은 수준으로, 양적 투입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나 인건비·연구비 지원 등 다소

연구책임자 김홍영

제한된 형태로 추진 중
●●

인구의 절대 규모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과기인재정책 방향 정립
•디지털 시대 변화에 맞는 적합한 분야, 직종, 역량을 발굴하고, 이런 새로운 역량을
지닌 인재를 전생애주기를 고려해 지원할 수 있는가가 핵심
•현장과 기업의 수요 파악, 분야별·수준별·단계별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 양성된
인력 풀을 구축하여 전 생애주기에 매칭하는 역할
•정부는 신뢰할 만한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 다양한 교육·인증체계의 마련, 소외계층을

연구목적

●●

•세계 주요국의 R&D 예산, 중점투자방향, 투자추이 등 조사·분석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등 민간이나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기반 확충도 고려
해야 함
●●

해외 R&D 투자동향 및 국가별 2019년도 주요 이슈 관련 R&D 전략·정책 분석

●●


우리나라
정부 R&D 투자방향·기준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의 정부R&D 예산 및 중점 투자 방향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주요
결과는 토론회·포럼 등을 통해 확산하고, 고령화 시대 과기 인력정책 기반
자료 및 관련 정책 추진 시 활용
•향후 수립되는 제4차 과기인재 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 방향에 반영 예정

연구내용

•R&D 관련 정부부처, 국·공립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의 홈페이지 및 관련 문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국의 연구개발 동향 및 예산 현황 자료의 체계적 수집
•OECD MSTI(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 최신 자료를 활용, 국가별 투자
현황 비교 분석
•국가, 정부(부처별, 기술별, 재원별, 수행 주체별 등), 민간 R&D 관련 총 예산 및 지출 추이
등을 조사·분석
●●

주요국 삶의 질 관련 R&D 프로그램 및 전략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신남방 주요국가별 R&D 정책 및 프로그램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74

●●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의 전략성을 제고, 투자 우선순위 설정의
토대를 마련

●●


과학기술개발
관련 주요국의 R&D 투자 동향 및 상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세계적 트렌드와 주요 이슈·동향 파악

●●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R&D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의 구축 기반 마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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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사업 예산구조 및
예산배분조정 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홍영

연구목적

●●

정부R&D사업 예산구조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
•정부R&D사업의 예산구조를 분석하여 유형화가 가능한 예산구조를 도출
•정부R&D사업의 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가 제시하는 문제점 및
이슈 등을 조사

●●

정부R&D사업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는 예산구조 설계

●●


예산배분·조정과정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정부R&D사업 예산배분·조정체계
개선 방안 제시
•정부R&D사업의 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가 제시하는 문제점 및
이슈 등을 조사

연구내용

●●

기존 선행연구 분석 및 주요국의 정부R&D 예산조정 체계 조사
•국내외 R&D예산 체계와 R&D예산배분·조정 관련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 해외 사례 등
을 예산배분·조정의 차원에서 조사 및 분석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R&D예산배분 조정 관련 문헌, 해외사례 등을 예산배분·
조정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조사여 정리 - 국내 R&D예산구조 및 예산배분·조정 이슈의
시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

정부R&D 예산구조 및 사업현황 분석
•일반적인 예산제도, R&D사업 예산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R&D사업
현황을 분석

●●


예산편성
및 예산구조, 예산배분·조정 체계, 예산배분조정 프로세스 개선방안
제시
•정부R&D사업 예산체계를 체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통계 및 사업
유형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체계화 방안 마련
•부처별/사업별 예산조정하던 시스템을 부처별/정책유형별로 포트폴리오에 입각한
예산배분조정이 가능한 프레임을 제시

추진 연구과제

76

•지출한도제도, 예비타당성제도 등 현 R&D정책 환경 속에서 예산편성과 예산배분·
조정에 활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예산배분조정 프로세스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부R&D사업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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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R&D 투자권고 제도의
실효성 분석 연구

예산편성 프로세스 개선 대안 마련

연구책임자 송화연

시사점

●●

●●


정부R&D
예산과 정부R&D예산 구조, 배분·조정 제도개선을 위한 문헌조사를
실시한 뒤 각 분야별로 이슈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연구목적

●●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안)」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내용

●●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안)」의 제도적 특징 분석


실제적인
정책 반영을 염두에 두고 수행된 연구로 향후에 정부R&D예산 배분·
조정 과정에 실제적으로 반영될 때 더욱 의미
•전문가 포럼 개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제언을 제시
•일부 개선방안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고도화된 정책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
--R&D 투자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고객의 현장 의견을 반영, 실제 정책 입안
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후속연구를 추진할 예정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안)」의 연혁, 이행 시스템, 이행율 등 제도의 변천과정
조사, 분석
•해당 제도의 의의와 現시스템적 한계를 파악
●●

제도 이행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 현황*과 성과 현황** 조사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추이와 성과를 조사하여, 제도의 변천 과정 및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와 비교 분석
* 연도별 권고액, 권고율, 예산 반영률, 집행률 등
** 투자권고 시점 전후의 특허, 기술료, 기술사업화 등

•투자 현황과 성과 현황에서 도출되는 기관의 내부역량 정도와 기술분야별, 기관 유형별
특성을 파악
●●

대상 공공기관 관계자 인식도 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관계자의 실제 체감도,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의견 수렴
※ 투자권고 제도의 전반적 인식, 방식, 성과, 이행확보 수단 등

●●

연구개발 투자권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수립
•분석결과와 조사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주요 이슈 정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
※ 전략의 방향 전환, 방식 개선, 기반 구축 등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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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R&D 투자권고 전략방향 전환 개념도>

공공기관
투자 컨셉

?

투자액

이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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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자
이행
과제

바이오·의료분야 지능형 연구개발
정보데이터 분석시스템의 예산배분·
조정 활용기법 연구
연구책임자 유거송

분야별
투자방향

공공기관

연구목적

시사점

●●

●●

 연구는 기존에 동 연구진이 개발한 바이오·의료분야 지능형 R&D 정보데이터
본
분석시스템의 사용 분야·목적을 보다 구체화하여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동향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사용사례(Use case)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존하는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안)」제도의 개선방안과 이행수단을
제시하여 30년 가까이 수행(1993년~)되어 온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함

•동 시스템은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과제 검색엔진, 주제 군집화(Topic clustering),

•제도 대상 기관의 특성 및 현황 분석과 취합된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집행기관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한 분석시스템의 정책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서의 활용성을

유사 사업 분석모형, 연구개발 트렌드 분석모형, 과제분류 모델 등을 포함함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분석모델들을 상호 연계한 활용기법을 제시하고자 함

전달, 활용 가능함

•제시한 활용기법을 적용하여 정부R&D 관련자(KISTEP, 부처, 전문기관 등)의 업무수행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석자료를 생산하는 사용사례를 창출
●●

 시스템은 R&D 예산담당자 및 정책·사업 기획자에게 수많은 사업, 과제에
동
대한 거시적인 인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기존에 연구과제, 논문정보 등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정부
R&D 사업(세부·내역) 단위의 분석모델은 없음
•정부R&D 예산 규모 및 사업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담당자를 위한 투자의사결정 지원 도구가 요구됨

연구내용

●●


지능형
R&D정보 분석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예산배분·조정 활용기법
을 제시하고 안정화 및 사용환경 보완 작업을 수행
•검색결과(원하는 분야의 문헌·과제·사업 정보)를 기계학습(doc2vec) 기반 주제 군집화
알고리즘으로 세분화하고, 연도별 비중 변화 분석 등의 활용기법을 확립
•검색결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용자 사전 구축, 사용환경 안정성 보완,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전처리 개선,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지표 제공 등을 수행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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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 탑재된 다양한 기능들을 조합한 세 가지 활용사례를 통해 동
동
시스템을 실제 예산배분·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함(사용사례
시나리오 창출)
•유전체 분야를 예시로, 원하는 분야의 전체적 개념 및 사업 현황 파악을 통해 사업검토
를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시나리오를 제시
--동 시스템의 여러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최근 3년간(’16~’18) 유전체 분야의
세부분야를 파악하고 사업·과제 현황 및 연도별 투자비중 변화 경향을 도출
•미세조류 분야를 예시로, 국내 조사분석 과제와 해외 PubMed 논문을 국내/해외 클러
스터링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예시로, 사업의 주요 내용변화가 있었던 연도 및 변화내용
을 빠르게 파악하는 사용사례를 제시함

그림1 실제 분석 예시(2017년 유전체 분야 주제 군집화 분석)

시사점

●●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을 예산배분·조정, R&D사업 평가, 신규기획 등
본
국가연구개발 전주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전환할 필요
•현재 오프라인 전용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과학기술 관련 종사자 및 정책수립 관련자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요구됨
•시스템의 온라인화를 통해 사용자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용자 피드백에 기반한 새로운
활용기법 및 시스템 개선점의 지속적인 발굴을 도모할 수 있음

●●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재 분석 대상 데이터를 조사·분석 데이터
동
및 PubMed에서 확장하고 타 기술분야 데이터를 탑재할 필요
•해외 정부의 R&D과제 데이터, 대중저널, 언론,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
하여 국내 정부R&D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미래예측 등 다른 용도로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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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탑재되어 있는 알고리즘의 최신화를 통하여 분석 결과의 질 및 분석 성능
(속도 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보완을 통하여 사용자 경험 및 분석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bert 등 보다 진보된 자연어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형태소분석 및 임베딩 알고리즘
등을 개선하여 분석 결과의 품질과 분석 성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분석 알고리즘 파라미터 등 현재 사용자가 설정하게 되어있는 다양한 옵션을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음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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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 R&D 전략분야 도출 및
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박지현

연구목적

연구내용

●●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개발 가속화로 농업 분야에도 빅데이터, AI, 바이오
기술과의 접목된 기술개발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대외적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R&D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

●●


해외
주요국의 정책 및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민간 투자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와 관련 기술개발 동향 파악 및 국내 농업 R&D 경쟁력 수준파악

●●


향후
농림식품 R&D의 투자 방향 제시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투자
영역을 발굴을 위해 전략 분야를 도출

●●


해외
주요 국가별로 중장기 투자계획 및 최근 투자 이슈,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 국내 농림식품 R&D에 대한 투자 비중과 각 분야별 투자
현황을 분석
•미국, 유럽 등 농업 생산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식량안보, 동식물건강, 통한적
생태적 접근 등을 강조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농산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국공립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농림식품 전략분야 도출을 위해 특허, 논문, 언론 등의 데이터 분석
•(특허 분석) 세부 기술분야별 전반적인 기술경쟁력, 출원 경향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
나라는 특허출원 건수는 가장 많으나, 특허의 피인용지수, 시장확보율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
•(논문 분석) 최근 유망기술로 바이오 분야와 관련된 기술 중에서는 식물 육종, 식물성장
조절, 토양-미생물, 식물 유전분석 기술 등이 유망한 것으로 분석됨
•(언론 분석) 농림식품 R&D현장 이슈 도출을 위해 언론 데이터를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생산기술 분야에서는 재난재해 대응, 식품 분야는 식량 안보, 농생명자원 분야에서는
산업적 활용, 첨단 농업 분야는 스마트 농업과 같은 주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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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농림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농림식품 분야 R&D의 투자방향 설정 및 세부 분야별
차별화된 투자전략 수립시 활용 가능

●●

 후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급속하게 바뀌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미래농업사회를
향
예측하고, 정부 지원의 신규 투자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부처간 연계협력
체계하에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노력 필요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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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R&D
지원방안 : 대구경북 중심으로

<중심도-중개자값 분석 매트릭스>

중개자값 합계

30

84

연구책임자 조나현

중심도 低 / 중개자 高
•다수의 기술분야에 영향력은 낮을 수 있으나,
블록 모델링을 했을 때는 타분야를 연결하는
데는 필수적
- 예시 : 기타 과학기술(에너지, 기계 등)

●●


지역
맞춤형 지원 전략 도출을 위한 네트워크분석 기반의 정부R&D 현황 및
지원 방안 모색

•분야간 융합을 촉진하면서 정보 전달 측면에서
협력적 융합연구개발의 역할을 파악 할 수 있음
- 예시 : 고분자재료, 소프트웨어, 의생명과학

중심도 低 / 중개자 低

중심도 高 / 중개자 低

•중심도 및 중개자 값이 낮음으로 네트워크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음

•다수의 기술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중개자 값은 낮음으로 타분야 융합에는 제한적

- 예시 : 주로 비과학기술(서양철학, 상담심리)

연구목적

중심도 高 / 중개자 高

- 예시 : 독성 및 안전성관리 기반기술, 분석화학

중심도 합계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 맞춤형 지원근거 마련
•정부의 효율적인 지역R&D 투자 전략 수립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네트워크 분석
기반의 정부R&D투자현황 및 특정 지역의 산업 거래현황을 분석

시사점

연구내용

●●


(산업)
지역기업들의 공급 및 판매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사례지역에서의 산업
간 연계관계를 파악
•대구경북에 속한 기업의 거래 정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지역 기업들의 산업 분류코드를 활용하여 2만 여건의 거래 정보 시각화

●●

(정부) ’16-’18년 정부R&D 투자 금액 및 성과를 연동한 네트워크망 형성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분야의 중심성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지수를
측정하여 해당 지역의 기술분야의 연결관계를 분석
--중심도 및 중개자값 매트릭스를 활용한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중개자 분석을 적용하여 각 기술분야의 역할(조정자, 문지기, 자문가, 연결자)을 부여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융합의 주요 역할을 하는 기술 분야를 도출

●●


지역
정부R&D과제를 네트워크 방법론을 적용하여 증거기반의 분석을 시도
하고, 지역의 산업여건 및 기업생태계의 특성이 반영된 정부R&D 투자방향 및
지원전략에 대한 함의를 제시

●●


지역
정부R&D과제를 증거기반에 입각해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짐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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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술혁신 아젠다 발굴 및
R&D 투자전략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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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기술적 측면) 국내외 연구·정책·제도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과 R&D 투자전략을 제시
하여 연구주제로 선정된 기술 분야가 선도적 방향 및 고도화된 수준으로 개발되는데
기여

연구책임자 이길우

•(경제·산업적 측면) 산업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정부의 인프라, 제도 등 지원 방안
의 제시를 통해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
•(사회적 측면) 재난·재해, 생명·안전 등 사회 문제와 밀접한 이슈 발굴 및 이와 관련된
정부 지원 방안 제시를 통해 과학 기술의 사회적 기여도 제고

연구목적

●●


국가의
R&D 정책 실현을 위해 미래기술혁신 아젠다*를 지속 발굴·관리하고,
주요기술·정책분야에 대한 동향 및 이슈를 분석하여 단기 및 중장기 투자전략
제시
* 과학기술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 삶의 질 향상, 핵심성장동력 확보 등

●●

연구내용

●●


수요자
친화적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공급 주체 간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여 두 주체 간 연계성을 제고
하고,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이슈 발굴·분석체계를 확립

개방형 사회·정책·기술 이슈 발굴을 위한 양방향 플롯폼의 모델을 시현(수요포럼)
•다양한 이슈에 대해 R&D 기술전문가와 정책전문가의 의견을 양방향으로 교환하여 현
이슈에 대한 대안을 도출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 기술 동향을 수집하고 연구현장의 니즈
파악
•향후 플랫폼 운영을 통해 제안된 이슈의 심층 분석 및 지속적 아젠다 발굴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정책 수립의 기반으로 활용

●●


혁신성장
동력 및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기술/정책동향 및 R&D 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투자전략 및 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혁신성장동력 분야(나노, 미래차), 주요 정책분야(지역, 중소기업)

●●


미래
사회변화 대응과 과학기술혁신의 실현·확산·촉진을 위하여 주요 기술의
시장·산업·정책 및 정부 R&D 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기술·사회·정책적 이슈가 되는 기술분야를 선정하여 국내외 기술/산업/정책 및 R&D
투자 동향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제언 및 시사점
을 도출하고 이를 관계부처/공공기관/국민에게 공유·확산
•4차 산업혁명, 국민 삶의 질 등과 관련하여 향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기술개발 동향, 시장·정책 동향 및 정부투자 동향을 심층분석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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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과성 분석 연구 :
기업 TFP 측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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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중소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의 TFP 격차 추이, 정부R&D를 통한 TFP 반등 등을 고려
하면, 중소기업 R&D 지원의 타당성 및 효과성 인정됨
•단독 과제 대비 협력 유형에 따른 지원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점은 향후 중소기업 협력
연구에 있어 내실화를 요하는 부분
•非R&D 복합지원은 과거 사례에서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정책 시행 시점

연구책임자 진영현

이전의 사례 대상 결과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기계학습을 통한 결정나무 등의 모델은 지원 효과를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데이터의 축적 및 설명요인이 보완된다면, 과제 선정 시 활용 가능성 높음
다만, 정책적 목표와 의사결정 방향이 부합하는지는 검토 필요
--R&D 효과를 높이는 방향이라면, 잘 못하고 있는 기업(TFP가 낮은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

연구목적

연구내용

●●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과를 보편적·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써 기업
TFP 도입·측정

●●


정부R&D
및 R&D 연관 非R&D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 분석

●●

기업의 혁신성·기술진보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 TFP 도입 및 측정
•Levinsohn-Petrin 방법을 사용한 개별 기업의 TFP 측정
•정부R&D 수혜 기업은 기업의 TFP 저하 시점에 정부R&D를 통해 TFP 반등에 성공

●●


정부
지원 수혜 기업과 PSM을 통해 선별한 비수혜 기업의 TFP 비교를 통해
정부R&D 지원의 효과성 분석
•PSM과 DID 분석 결과, 지원 2년차부터 정책의 효과성 확인
•업력, 자산, 자체R&D 투자 등 기업 특성은 모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이 있음
•과제 특성(연구책임자 학력, 협력 유형)은 유의한 영향 확인되지 않음

●●

R&D-非R&D 연계 지원의 효과성 분석
•중기부 일반재정지원사업(非R&D 사업)과의 교호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관
지원 정책 시행 전의 성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정책의 효과성을 예단하는데는 주의가
필요

●●

기계학습 방법을 통해 TFP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요인 분석
•결정나무 분석 결과, R&D 지원 후 TFP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업 자체의 특성
으로 분석되었으나,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에 유의할 필요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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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연계형 주력산업 연구개발
투자전략 연구

34

연구책임자 김선재

연구목적

●●


본격적으로
추진중인 수소경제 하에서 주력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가능성을 모색하고, 정부 연구개발을 통한 전략적 투자방안을 마련하여 예상
되는 산업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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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R&D투자 분석체계 연구
연구책임자 이일환

연구목적

●●

 아현지사 화재, 경주지진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재난이 지속적
KT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과학적, 법·제도적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
•재난·안전 분야의 R&D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R&D투자가 국민 수요와 연결되지
못하여 국민이 재난·안전 문제에서 과학기술의 기여를 인지수준이 낮음

연구내용

●●

●●


재난·안전
분야의 R&D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 R&D 투자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및 개선방안 마련을 마련

●●

(이슈도출) 전문가 현장방문 서베이는 현재와 미래의 지표를 산출


재난·안전
R&D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안전 분야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재난·안전 분야 국민인식 및 R&D 필요분야 분석

•기계·소재 해당 기술분야별 연구계, 학계 및 정책 수행 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 재난·안전 유형별 위험성 인식, 재난·안전 유형별


수소경제
연구개발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한 기술 발전 마일스톤 도출 및 한계
기술 분석
•모빌리티, 에너지 등 주력산업 수소경제 연구개발 투자를 근거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
•기술수준 진단을 통해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

●●

연구내용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수립 및 방향성을 수립

R&D 시급성 및 기여도 등을 조사하여 국민의 재난·안전 일반 인식 및 R&D 필요성에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수소산업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요청하는 개선

대한 분석을 실시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설문 조사는 수소경제 전문 기관을 통해 수행함으로서 응답률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 수행(’19. 12)

극대화
●●
●●

(전략 도출) 상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R&D 투자포트폴리오 및 정책 개발 진행


재난·안전
분야 특성을 반영하는 재난·안전 R&D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
으로 기존 정부R&D 투자를 재난유형 및 재난관리단계에 따라 분류 및 분석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로 재난안전 유형을 구분하고, 예측·대비·대응·복구로
재난관리단계를 구분하여 투자규모 및 관련성과 도출

●●

시사점

●●

●●


수소산업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영역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기술 전문가의 설문을 상호 보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기술 분석 설계

기술성과
시장성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서 향후
지원 전략 수립의 객관적 토대를 마련


지역별로
상이한 재난·안전 대응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신규 분류체계에 근거한
재난안전 사고 및 피해규모 정보를 분석하여 지역 별로 분석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복구금액 등의 정보를 지역별로
분석하여 현황 정보를 도출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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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대국민 정보제공 창구로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 제공 및 수요에 근거한 재난·안전 R&D 추진기반 마련
•재난·안전 R&D에 대한 수요를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상시 수요조사 창구를 R&D

93

KISTEP 2019 Annual Report

35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정보포털 내 구축
•재난·안전 R&D의 수요분석, 인식조사, 투자현황, 성과현황, 분류체계 등 종합적인

연구책임자 오현환

재난·안전 R&D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연구자, 관계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시사점

●●


재난·안전
분야 R&D에 대한 신분류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분야의 정확한 투자
현황분석 및 성과분석을 위한 기반 제시

●●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을 구축하여 관련 연구개발 정보를 국민, 연구자, 관계
부처에 제공하고 상시적인 수요조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안전 수요의
R&D로 연계 가능성을 제고

연구목적

●●


부처의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R&D 추진상의 개선을 도모하고 소관부처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높이며, 성과중심의 정량·정성적 심층분석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를 제고
•(중간평가) 부처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도 및 성과 등에 대한 주기
적 평가(모니터링)을 통해 연구생산성 제고
•(특정평가) 과학기술정책 이슈 및 사업 간 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R&D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

●●


재난·안전
R&D 관계부처 간 협업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재난·안전 R&D 투자
및 사업기획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연구개발 성과 실효성을 확보

•(기관평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 및 연구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종합평가 실시 및
효율적 평가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연구내용

●●


(중간평가)
부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대상 최소화 및 평가지표 간소화,
R&D사업의 고유특성을 고려한 질적 우수성 중심의 평가 수행을 통한 연구
생산성 및 재정 효율성 제고
•18개 부처 94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 점검, 목표
달성도 및 성과우수성 중심의 확인점검 등을 수행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과제단위에서의 질적 지표 활용과 책임평가위원제 실시정도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

●●

그림1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특정평가)
과학기술 정책 이슈 및 사회현안과 연계되거나 사업간 연계·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군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해당분야 정책수립
및 투자방향 설정과 연계된 평가결과 도출
※ 사업별 추진체계 효율성 및 성과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중점 심층분석하고, 정량적·정성적 심층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

•미세먼지, 공공기술사업화 등 정책 현안 이슈 중심의 특정평가를 수행하여, 6개 사업군,
3개 개별사업에 대해 심층분석을 통한 예산조정, 사업개편, 개선·권고사항 도출
※ (’19년 1차) 2개 사업군 및 1개 개별 사업 / (’19년 2차) 2개 사업군 및 1개 개별 사업 / (’19년 3차) 2개
사업군 및 1개 개별사업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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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평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을 위해
기관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 기관운영/연구사업 계획서 점검, 종합평가, 기관운영평가 등을 통한 출연(연)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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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대상선정
(기술성평가)

•총 3차에 걸쳐 3개 부처·연구회 소관 1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성과에 대한 컨설팅 중심

연구책임자 오현환

의 기관 발전적 종합평가 상위평가를 실시
--각 기관의 ‘연구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목표 달성도 및 성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절차·체계 및 평가 운영·결과에 대한 적절성 점검 실시

연구목적
시사점

●●

●●


R&D
성과평가가 재정효율화 관점이 아닌 R&D 분야 특성을 반영한 평가주기,
평가방식,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성과 중심의 투자 효율성 확보에 기여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신규 R&D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사업기획

•연구개발 현장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별 실시계획 및 가이드 라인 등에 반영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R&D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화

되어 성과중심, 과정중심의 평가 체계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거시적,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국가

•각종 평가제도 개선사항 도출 시 피평가자, 평가위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

과학기술수준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추진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평가결과의 수용도 향상 도모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 중 예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3에 의거하여 예타대상
선정(기술성평가)를 수행


중장기적
관점의 기관 평가 유도 및 핵심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 유도
•기관 임무 부합성 및 미래방향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목표설정, 평가의견
제시를 통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기관별 고유임무 및 특성을 고려한 핵심 성과 중심의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체계의

연구내용

●●

안착을 위한 평가 간소화 및 평가역량 강화
●●


19년도
예타대상선정(기술성평가) 대상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수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연구개발 투자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4회에


평가경로가
도출된 권고사항 및 발전방향은 사업 개선과 연계하여 성과평가
체계의 고도화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

걸쳐 예타대상선정(기술성평가) 실시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사업과의

•평가결과는 유사 후속사업의 기획 및 예산 배분 조정과 연계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차별성 및 연계방안의 4개 대분류, 6개 소분류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수행
●●


19년도
4회 차례에 걸쳐 총 12개 부처 83개 예타 요구 사업이 접수되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31개 사업이 ‘적합’ 판정(적합률 37.3%)
•19년도 예타대상선정(기술성평가) 중 제 1차 6개 부처 17개 사업, 제 2차 7개 부처 10개
사업, 제 3차 9개 부처 18개 사업, 제 4차 11개 부처 38개 사업이 접수됨
--총사업비 전체 규모는 60조 565.6억 원이고, 사업 당 7,235.7억 원 규모
--91개 사업 중 29개가 재신청* 사업으로서 비율은 31.9%
* 이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에서 ‘부적합’ 판정 혹은 ‘적합’ 후 예타 대상 선정에서 탈락하였거나,
예타 결과 ‘미시행’ 사업

--‘적합’ 사업 31개 중 재신청 사업은 25개로서 비율은 80.6%이며, 재신청 사업 25개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사업 도출 비율은 62.5%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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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및 평가참여 주체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평가제도 및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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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집행
가능여부 관점에서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상위평가 및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 특히 부처별 재원조달가능근거 및 계획에 근거한 기획부처의 철저한 자율적 관리와 함께 객관적인
부처별 신규 R&D 가용예산 자료 검토 및 평가결과로의 반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연구책임자 오현환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본예타 간의 내용적 연계강화와 예타 대상선정(기술성
평가)의 지속적인 평가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부처의 피평가 부담을 완화할 필요
※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와 본예타 간 평가체계 일원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연구목적

●●


’20년
제3차 성과평가기본계획의 종료 시점에 앞서 평가 제도 전반의 문제점
을 분석하고, 향후 제4차 성과평가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정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
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


특정평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특정평가의 효율적 수행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평가 평가 지침 마련의 필요성 제기
•특정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기본방향 등을 살펴보고, 대상사업 선정절차 및 운영체계
를 정리한 후, 심층 분석을 위한 보편적 분석방법을 제시

연구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에 대한 인식조사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시
•평가시스템 전반의 이슈 및 세부 평가시스템별 이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결과 도출
--‘연구몰입을 위한 평가부담 완화’,‘고유 특성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평가’등
의 항목은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최우선 개선 영역
--‘창의적, 도전적 연구로 유도(과제평가)’, ‘자체평가에서의 부처 자율성 확대’는 중요도
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최우선 개선 필요 영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근 이슈와 평가관계자 인식조사 결과,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제도개선 방향 도출
--평가자료 간소화 및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자체평가 간소화 및 자율성 확대, 중간
평가의 확인·점검 폐지 및 성과 부진 사업, 사업내용 조정 필요 사업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상위평가 실효성 강화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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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평가 분석방법론 고도화
•사업의 전(全)활동, 관련 정책 동향 등을 대상으로 평가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적절성, 체계성,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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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등 4개 관점으로 평가
--(적절성 평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정부지원의 적절성, 환경변화 또는 수요 반영

연구혁신데이터 구조 및
연계분석을 통한 정책의사결정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여부 평가

연구책임자 이윤빈

--(체계성 평가) 추진방식의 체계성, 중복·연계 가능성, 투자전략의 적절성, 성과관리
및 활용방안 등 평가
--(효율성 평가) 성과의 양적/질적 효율성, 자원의 최적화, 성과 효율성 등 평가
--(효과성 평가) 사업의 질적 우수성, 사업성과, 효과 등에 대해 평가하고 목표대비
달성도, 중·장기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목적

시사점

●●

●●

 연구는 연구혁신(R&I; Research & Innovation) 정책 분야에 있어서 다출처
본
데이터 연계 가능성 및 한계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연구혁신 정책 분야의 주요
문제에 대한 시각화 결과물을 제시함
•연구혁신 정책 데이터에 대해 단년도 범위에서 수행하였던 연계분석을 다년도로 확장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의 인식도 조사와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과평가시스템 개선방향 도출

하고 연계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마련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 중 연구혁신 분야와 관련된 문제들을 추출하고 각 정책 문제에

•사업의 고유 특성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공정성 중심에서

요구되는 다출처 데이터의 연계와 데이터 시각화 과정을 통해 진단

전문성으로 평가체계의 중심 이동

•궁극적으로는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 제고와 민간을 포괄하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상위 평가에서는 부처의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절차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등 과정을 중시하는 성과평가 체계 강화
•사업평가 지표·배점 개편, 중간평가와 종료평가의 지표, 양식, 지침, 시기 단일화, 평가
등급 간소화 등을 통한 평가 부담 완화
●●


특정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 발전 방안 제시를 통한 재정투입의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및 권고사항 반영 제고
•도출된 개선사항의 연구현장 반영 및 해당 권고사항이 주요 평가이슈에 대한 실질적

연구내용

●●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증거기반 정책수립 관점의 시사점과 한계를 되짚어 봄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상황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수준 이상의 증거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검토
•평가는 사업개선, 정책반영 등 실질적 활용을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이해관계자인

생산과 효과적 전달이 필수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 복잡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결정자, 사업평가자, 사업의 수혜집단, 사업 관련 부처 및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에

다출처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입체적인 현황 파악과 2) 증거 채택 가능성 관점에서의

맞는 평가보고서로 작성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제시
●●


데이터
연계 품질 확인을 위해 데이터 간 정량적인 유사도 산출과 내부 개체
간 연결 수준을 분석
•데이터 내부 개체 간 연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적 의미로서 네트워크 분석 방법
의 유용성 확인

●●


데이터
연계의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 이슈의 표적화가 중요하다고 판단
하여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 중 연구혁신 분야와 관련된 문제로 저성장과 성장
전략 전환, 제조혁명, 산업구조 양극화 등의 3가지 이슈를 선정하여 분석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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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혁신
정책 데이터 연계분석은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증거기반 정책 관점
에서 볼 때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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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연구

•증거 생산자인 학계와 정책부문 기관들은 활용관점에서 양질의 증거들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연구책임자 이윤빈


데이터
생성기관은 생성되는 데이터의 폭넓은 활용 측면에서 데이터 매칭과
관련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조사 대상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범위에서 이후 타 자료와의 매칭 등 활용 과정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정보 제공

●●

데이터 시각화의 최종 목적은 의미 있는 정보의 효과적이고 직관적인 전달임
•정책 데이터 시각화 과정의 정보 소실과 수요자 관점에서의 전달 격차 극복을 동시에

연구목적

●●

고려한 고민과 검토가 중요
●●


국가
차원의 연구혁신 정책 데이터 검증과 더불어 증거 선택과 증거 경합 관점
에서의 데이터의 속성과 정책 활용 등 기본에 충실한 논의의 장 마련 필요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이론 및 방법론 연구와 축적된 과학기술정책정보를
활용하여 체계화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정의 기여도
제고
•과학기술정책 프로세스 및 R&D 전주기 업무지원체계를 마련하고 KISTEP 핵심 업무에
단계적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 마련
•과학기술 정책 활동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와 외부데이터 연계·활용하여 대내외
사용자들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기반 마련
•과학화 연구결과, 구축 데이터, 연구모델 및 분석도구 기반으로 K2Base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개방형 정책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효율적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를 통해 사용자 편의를 위한 데이터 품진관리 및 서비스
UI 개선을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연구내용

●●


관리정책의
주요한 원칙으로써의 증거기반의 정책에 관한 개념과 미국의
「증거기반의 정책의사결정 법률(Evidence-Based Policy making Act)」등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선진국 동향 탐색
•한·미·일·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거버넌스 체계와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 등의 활동 비교 연구

●●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지원연구를 위한 방법론 및 연구모델 탐색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분석과
K2Base 과학기술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심층연구의 온라인 시스템화 적용방안 연구

●●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지원서비스로서의 고유 역할 확대를 위한 K2Base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KISTEP 연구지원 서비스를 통한 의사결정지원서비스로서의 고유 역할 확대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영역 강화
•키워드 기반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중장기 투자전략별 분포현황, 우수성과접수지원,
KISTEP 서베이 등 업무지원서비스 역할 확대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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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특허정보의 정책정보까지 확장된 영역의 데이터 공유, 키워드 빈도분석서비스

시사점

등 데이터 확장·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제공

●●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실용적 연구 체계 정비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과학기술정책 연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
과학기술정책연구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다양한
방법론 및 모델 연구를 지속하고 최종 결과가 과학기술정책을 지원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 구축 필요

●●


과학기술정책지원을
위한 KISTEP 핵심업무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지원 구축 필요

•국가R&D전주기 연결체계 강화와 데이터 활용의 자유도와 공유기능 강화를 위한 특허
비교검색, 데이터 쉐어링 서비스 제공

<분류별 R&D 투자현황분석>

<KISTEP서베이>

<기업정보>

<키워드 빈도분석>

<특허 비교검색>

<M데이터 쉐어링>

그림1 K2Base 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개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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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85조 7,287억원, 연구원 수는 408,370명(FTE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8.8%, 6.6% 증가
--GDP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0.26%p 증가한 4.81%
●●

연구책임자 정민우

조사결과의 분석, 보고 및 체계적인 DB 관리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 NTIS 과학기술통계서비스 등을 통한 주요 결과의
온라인 시계열 서비스 제공
•최종 분석보고서* 작성 및 OECD에 주요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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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한국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 연구개발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OECD에
한국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제공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하며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접점 확보

시사점

●●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에 대한 신뢰성 있고 정책 활용도 높은 기초
통계자료로 제공

●●


국가
공식통계로 OECD 등에 통보하여 R&D 통계의 국제화와 선진화에 기여
하고 있으며, 기관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

●●


국가
연구개발비 증가는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이 주도했으며, 51~100위권
기업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최상위 기업과의 연구개발 투자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연혁 및 근거]
※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 승인번호 제105001호 (1982. 7. 16)

1963년	「연구기관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매년 전년도 연구개발활동 실적을
조사하여 발표
● 1967년
과학기술처로 동 업무를 이관하며,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로 명칭 변경
● 1982년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로 승인
● 1995년
OECD의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따른 조사 사항, 방법 채택 실시
● 1996년	
과학기술처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
연구소에서 실시
● 1999년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지정통계로 전환)
● 2008년 조사범위를 인문·사회과학분야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활동조사”로 명칭 변경
● 2010년 OECD Frascati 매뉴얼 학문분야 개정 사항(이학, 공학, 농학) 반영
● 2015년
OECD Frascati 매뉴얼 개정에 따라 토지·건물 항목 토지와 건물로 분리
● 2018년
OECD Frascati 매뉴얼 개정에 따라 자본적지출에 기타지식재산물 항목 추가
●

연구내용

●●

※ 매출액 최상위 5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3조 8,887억 원 증가한 반면, 51~100위 기업은
3,192억원 감소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법 개선
•작성자 편의성 제고 및 정책수요, 활용도를 고려한 조사표 개선

●●

’18년도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사 실시
•공공연구기관·대학·의료기관·기업체 등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등 연구개발현황 조사 실시
--국제기준인 OECD 연구개발활동조사 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따라 조사
※ 우편에 의한 자계식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전화, 이메일, 웹 조사 등 병행
* 61,275개 기관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57,053개 기관이 응답(회수율 : 93.1%)

그림1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표지」

그림2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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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성·젠더분석 대상 과제 여부 파악을 통해 국가R&D 내 성·젠더분석 현황 파악을 위한
기반 마련
•현장 중심의 조사·분석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
※ 총 3회(’19.3.23, ’19.7.23, ’19.10.24)에 걸쳐 23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회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연구책임자 이현익

시사점
연구목적

●●

●●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과제정보의 수집과 검증을 거쳐 정확도
높은 원시자료 및 종합적인 분석결과 제공


한국의
정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 연구
혁신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 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과제정보는 세부과제 단위, 20여개의 항목에 대한 자료
수집, 검증, 분석 및 통계 산출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음.

●●

●●

연구내용

●●


정부R&D예산
배분·조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국가R&D사업의 기획·평가 근거로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제도개선을 통한 과제정보 수집·검증 효율화
제고

•수집항목 다양화와 세분화 및 상세분석, 2차원 통계의 산출 등을 통하여 데이터의 질적
수준과 활용도를 향상시켜옴
●●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예산조정·배분 등에 있어 증거 기반의 효율적인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


향후에는
실시간 수집 및 분석 방법의 다각화를 기반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 되어야 함


2018년도
정부R&D예산의 투자계획(19조 7,848억원) 대비 미집행액(예산
미배정, 불용 등 89억원)을 제외한 19조 7,759억원에 대한 세부과제(위탁·공동
과제 포함) 정보의 수집과 검증
※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19.6.25.

•과제단위의 집행액과 기술분류, 연구책임자 등의 관련 상세 정보 구축
●●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및 자료 제공
•조사 단위별(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등) 통계 자료 제공* 및 2차원
통계 산출을 통한 분석의 질적 수준 제고
* 정책연구목적 및 각 정부 산하 기관 통계집 작성을 위한 원활한 원시자료 약 800여 건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정책적 활용도와 정보 수집 및 검증의 효율화
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19.11.27.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제도개선과 입력 설명회 개최, ’19.11.19.(서울), 26.(대전)

•생명·보건의료 분야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수행주체 ‘병원’ 신설
•민·군 R&D협력 실태 파악을 위한 일관된 수집 대상·기준 마련
※ 민·군 기술협력 8가지 유형* 중 ‘②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에 해당하는 과제여부(Y/N) 조사 추진

그림1 「조사·분석 보고서 표지」

그림2 조사·분석 실시계획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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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수집·검증에 관한 제도개선 및 정보제공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등의 성과 수집항목 계속 정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정보 수집·관리를 위해 현장의
의견수렴과 공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다각도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최신 성과정보의 게시(NTIS

연구책임자 김행미

플랫폼 내 별도 메뉴 구성)
•사업담당자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시의성 있는 통계활용을 위한 통계자료 게시
(연 2회)

연구목적

●●


2018년도
발생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수집, 검증 및 종합적인 분석과
성과지표 개선 등의 개선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출성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시사점

●●


과학적
성과인 논문은 전년대비 양적으로 전년대비 증가하고, 동시에 질적
수준도 향상되었음

●●


기술적
성과인 국내특허(출원, 등록) 및 해외출원 특허의 성과는 전년대비 감소
하였으나, 최근 5년간 성과는 계속 증가세

●●


경제적
성과의 기술료 징수 성과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사업화 수행 성과
건수는 전년대비 크게 감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성과를 조사·검증하여 제공함으로써, 과학
기술 정책 수립 및 R&D사업평가, 예산 배정 등에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 구축에
기여

방법론을 연구하고 국가 R&D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기틀 확립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분석의 주요 연혁]

2005년 성과자료 제출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시범조사 실시
● 2006년 모든 사업에 대해 성과자료 입력 시행
● 2007년	
성과지표 간소화(15개 → 6개), SCIE논문·국내특허·기술료 항목 검증 시작,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공식 집계 착수 (성과분석은 미실시)
● 2008년 SCIE논문, 국내특허, 기술료, 사업화 성과분석 최초 실시
● 2012년
SCIE논문 피인용도 분석 시작 및 성과통계 시계열 분석 강화(5년)
● 2014년
SCIE논문과 특허성과의 분석 강화
● 2015년
국내특허(등록) 수집체계 개선
● 2018년
성과 하반기 추가입력 시범실시 및 잠정 통계 게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슈를 발굴함으로써 사업 운영 및 성과 창출·확산 제고관련
정책 분석에 근거 자료로 제공

연구내용

●●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을 통하여 산출한 ’18년도
성과 및 이를 포함한 5개년(’14~’18년)간의 연구개발 성과 통계 산출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지원, 연수지원 등 6개 성과 항목의 안정적 수집
및 통계산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논문, 특허의 진위여부 검증과 과제별 기여율 조정 수행(논문,
특허에 한하여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면분석 실시
•부처, 미래유망신기술분야, 연구수행주체, 지역 등의 과제정보의 주요 항목과 연계된
성과의 기초통계 분석 실시
•’18년 SCIE논문 및 국내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질적 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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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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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점)
18
16
14
12

연구책임자 안지혜

■

COSTII

OECD 평균

17.325
15.116
12.547
12.448
12.098
11.692
11.424
11.375
11.334
11.168
10.612
10.427
10.342
10.323
10.321
10.247
9.803
9.788
9.524
9.443
8.064
7.586
6.723
6.375
6.180
5.990
5.940
5.880
5.413
5.411
4.743
4.589
4.081
3.902
3.900

추진 연구과제

10

OECD 평균: 8.918

8
6
4
2

연구목적

●●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독일
이스라엘
한국
스웨덴
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스페인
체코
칠레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라트비아
그리스
폴란드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0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수(COSTII*)를 통해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강·약점을 비교·분석
*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

•혁신수준 분석 및 한국 수준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


전통적인
강점영역인 활동 부문은 최상위권 내에서 순위가 상승한 (3위→2위)
반면, 성과 부문과 환경 부문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음(22위)
<한국의 5개 부문 지수 및 순위 변화(2018년→2019년)>
4.156

4.500

자원

4.000
0

3.500
3.000
2.500

2.016

3.998

2.592
1.550
2.445

2.000

연구내용

●●

1.500

과학기술혁신의 전 과정을 5개 부문으로 구조화하여 평가지수 도출

1.942

1.110

0.500

•5개 부문, 13개 항목, 31개 지표로 측정하며, 전년대비 일부 지표를 변경

0.000

자원
•인적자원(3)
•조직(2)
•지식자원(2)

활동
•R&D투자(5)
•창업활동(2)

네트워크

성과
•경제적 성과(3)
•지식창출(3)

* ( )는 지표 수, 음영표시는 전년대비 지표변화가 발생한 항목(중분류)임
●●

2019년 평가결과 35개 평가대상국 중 한국은 11.424점으로 7위 유지
•한국과 함께 미국(1위), 스위스(2위), 독일(5위), 스웨덴(8위)은 순위 유지
•네덜란드(6위), 룩셈부르크(9위)는 순위 상승, 일본(4위), 이스라엘(6위), 덴마크(10위)는
순위 하락

활동

네트워크

표준화 지수(2018년)

환경

•산·학·연 협력(2) •지원제도(2)
•기업 간 협력(1) •물적 인프라(2)
•국제 협력(2)
•문화(2)

6
6

성과

3
14
17

20

환경

성과

표준화 지수(2019년)

22
22

22

30

표준화 지수(2018년)

(a) 표준화지수

●●

환경

11

25

자원

<표1>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평가지표」

5
10

네트워크

15

1.413

1.000

1.487

활동
2

표준화 지수(2019년)

(b) 순위


최근에는
급변하는 혁신환경과 그 혁신환경에 대한 계측이 국내·외 정책 이슈
중 하나이며, 역량지수 도출 외에도 한국의 혁신역량을 최신 이슈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분석함
•(신규 평가지표 추가) ‘디지털·기술의 활용 용이성’ 지표를 추가하여, 변화하는 혁신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시작
•(신규 보조지표 도입)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별 특허 현황 분석 결과, 한국
첨단기술 특허 수 점유율은 44개 주요국 중 3∼4위 수준
* 인공지능(Al),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단기 추정 도입) 향후 1∼2년 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지표 값을 COSTII 지표들을
중심으로 단기 추정한 결과, 한국은 현재보다 수준이 상승하는 지표와 하락하는 지표
수가 비슷함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112

●●


2019년
COSTII 평가에서 10위권 국가 구성은 변화가 없으나, 10위권 내 순위
변동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은 전년대비 순위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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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구축 및 발간 연구

•한국의 활동과 네트워크 부문 수준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고무적이나, 하위권인 성과와
환경 부문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연구책임자 이윤빈, 박정일

•한국의 성과와 환경 부문은 하위권이며 해당 부문 구성 지표들은 단기 추정 분석에서
다수 지표의 향후 감소가 추정. 약점 영역 수준 개선과 강점 영역 강화를 통해 부문별
혁신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디지털 기술의 활용 용이성,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분석 결과, 특히 새로운 혁신환경
에서 중국 등 타 국가 추월에 대비한 한국의 수준 개선에 대한 관심과 노력 필요

연구목적

●●


지방과학기술진흥의
정책성과를 진단하며 향후 지방과학 기술 역량제고를 통한
전략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지수 제공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를 응용한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R-COSTII)
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준을 진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

연구내용

●●

R-COSTII의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 도출과 측정모형 개선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를 도출하고 부문과
항목, 지표, 세부지표별 분석결과를 제공
--지역별 지수와 순위, 상대수준에 대한 비교·분석 및 시계열 분석을 통한 추이분석과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특성의 흐름 파악
•평가 지표와 모형의 체계적 검토 수행 및 유의미한 분석을 위한 개선방향 도출
--지표체계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지수 도출의 문제점 및 한계 분석, 데이터 가용성과
정책적 의미 관점에서 지표구성 대안 도출, 향후 개선방향 및 로드맵 제시

●●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 평가와 심층분석 실시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를 이용한 선행요인 및 지역발전지수와의 관계
실증 분석
* 시계열 분석을 위한 지수값 재산정(Re-scaling), 다출처 데이터들과 연계패널분석 수행

•한·중 지역혁신체제의 효율성 분석 및 지역간 비교
--한국과 중국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집단의 효율성과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효율성 분석 수행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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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별 혁신역량의 편차와 지역별 강·약점 부문 분석
•경기가 최근 5년 이상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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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외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통계브리프 발간 연구

차이는 고착화됨
•각 지역별 강·약점을 파악하여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의

연구책임자 이윤빈

기초자료 제공
•지역 R&D역량 측정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R&D예산의 기준과 세부내역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통계의 지속적인 수집 및 관리 필요
●

한국과 중국 비교 분석을 수행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자와 성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의
혁신체제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2002년부터 최근(2014년)까지 한국의 효율성이 중국보다 높으며, 한국 지역 간 효율성 격차는 다소

연구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과학기술
기본법 등 주요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과학기술 통계의
지속적 생산

●

과학기술 정책과 연관된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관련된 과학기술 통계의 심층
분석

줄어들고 있음
<지역과학기술 분석을 위한 데이터 연결과 분석 개략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혜액

연구개발
활동조사보고서
•지역 총 R&D투자
•지역 기업 R&D투자
•지역 총 연구원 수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평가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산학연협력(R-COSTII)
•최근 5년간 과학기술논문 수

지역소득
•지역 내 총 생산액(GRDP)
•지역 내 총 부가가치
•제조업 생산액

연구 1

•과학기술 통계를 통해 정책이슈를 분석한 “KISTEP 통계브리프” 온라인 발간 및 배포
독립변수

•분석결과 중 심도 있는 분석과 추이 파악이 필요한 경우 조사자료로 발간

종속변수
통제변수

연구 2
독립변수

연구내용

●

종속변수

•국내외 정책보고서 및 동향, 연구보고서, 언론 등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사회적 쟁점
사항 발굴

통제변수

장래인구추계
●

•지역 총 인구
•지역 내 동일 연령대 인구 수

기타
•지역 과학기술 투자 예산
(지역과학기술연감)
•지자체 예산(지방재정365)
•지역낙후도(시도 주요통계지표,
지방재정연감, 지적통계연보)
•재정자주도(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제조업체 수(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 수(전국사업체조사)
•신설법인 수(창업기업동향)
•고용률(경제활동인구조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지역 내 총 인구(주민등록 인구현황)
•지역 내 이공계박사 졸업생 수
(교육통계연보)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지역발전지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요 제도, 정책현안 이슈 및 동향, 통계지표 등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 3

정책 이슈와 연관된 과학기술 통계를 분석한 “KISTEP 통계브리프” 발간
•연간 총 20회 이상의 KISTEP 통계브리프 발간·배포

(H: 1~3)

•주요 정책 분야에 따라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성과, 기업 연구개발 활동,

독립변수

과학기술 경쟁력, 기타 등의 6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

종속변수
●

통제변수

국내·외 주요 과학기술 분야 및 정책 관련 동향 분석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과학기술 분야별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 및 가공
•국제 비교 등을 통한 과학기술 수준 비교 및 정책 활용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 4
(H: 4)

해외 자료원* 활용
* OECD, IMD, WEF 등의 과학기술 분석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및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분석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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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슈별로 심층분석 내용을 종합한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연구기간 동안 작성 및 배포한 통계브리프 내용을 취합 및 정리하여 최종보고서 발간
•과학기술 경쟁력 관련 분석결과, R&D 통계관련 해외자료 등은 별도의 조사자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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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과학기술통계 분석과
통계백서 발간

책자 등으로 발간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대응
* IMD, WEF, 기타 주요 경쟁력 평가(EIS, GII 등) 등의 과학기술경쟁력 관련 조사자료 발간

시사점

●●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조정의 기초자료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성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최신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분석하여
발간·배포

연구책임자 이윤빈

연구목적

●●


종합적인
과학기술의 현황과 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각 기관에
분산된 과학기술 통계지표들을 수집과 비교·분석
•국내 21개, 국외 19개 자료원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과학기술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총 23회의 통계브리프를 발간 및 배포

제공
●●


해외
자료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과학기술 이슈에 관심이 있는 정책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전달

●●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전략 수립·실행에 필요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종합적
으로 생산·제공

●●

국내·외 과학기술통계 현황 파악

•2019년 발간/배포한 KISTEP 통계브리프 중에서 총 10회 브리프는 해외 자료원(일부
또는 전체)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
* 분석 다각화 및 심화를 위해 각 주제 분야 및 분석 전문가 적극 활용
●●


미국,
유럽의 정책자료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자료를 활용
하여 정책적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 증대 필요

●●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과학기술정책 관련 통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신규 통계지표 발굴 필요

연구내용

•종합적인 과학기술의 현황과 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통계의 특징을 비교·분석
--특히,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가능한 최신 지표를 이용하여 부문별 지표의 범위 및
용어 정의, 출처 등 메타 정보를 수록하고 시계열 데이터 제공을 통한 지표별 추이 및
특성을 파악
●●

과학기술 통계지표 지표 체계도 구성
•과학기술 관련 통계는 ①과학기술투자와 ②과학기술인력, ③과학기술성과, ④과학기술
혁신, ⑤기타 과학기술의 5개 부문으로 분류
•각 부문별 과학기술 통계지표를 선정하고 유관 통계 조사의 지표를 해당 부문별로 분류

●●


국내·외
과학기술통계의 유기적 연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2019년 과학
기술통계백서’(정부간행물) 발간
•수집된 통계지표들 중 주요 통계지표 100개를 산출해서 연 2회 통계 소책자(주요 과학
기술통계 100선)도 별도로 발간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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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과학기술통계백서) 목차>

Ⅰ. 서론
1. 발간 배경
2. 통계백서 발간 전략
3. 통계백서의 구성
Ⅱ. 과학기술투자
1. 총 연구개발비
2. 기업 연구개발비
3. 정부 연구개발비
4.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Ⅲ. 과학기술인력
1. 연구개발인력
2. 이공계인력 육성과 처우
3. 여성과학기술인력
4. 산업기술인력
5.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6. 기타

Ⅳ. 과학기술성과
1. 논문
2. 특허
3. 기술무역
4. 첨단산업무역
5. 국가경쟁력
6. 기타
Ⅴ. 과학기술혁신
1. 혁신활동
2. 혁신(활동)율
3. 혁신성과
4. 정부지원제도
5. 조세지원

119

KISTEP 2019 Annual Report

47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현민

연구목적

●●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은 줄이면서 R&D의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현장
중심의 R&D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여 연구 성과창출에
기여

연구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및 규칙 개정

Ⅵ. 기타 과학기술통계지표
1. 에너지·자원
2. 녹색성장·기술
3. 우주
4. 생명공학
5. 경제사회지표

•연구비사용 방식 표준화·간소화,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성 강화, 학생연구원
에 대한 처우개선 및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 등 공동관리규정 개정
•연구개발비 관련 서식을 표준화·간소화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를 위한 서식 보완

시사점

●●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정기적인
과학기술통계백서 발간을 통한 국내·외 과학기술통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활용도 증진

유관조사
간 중복항목과 국제기준과의 차이 등을 파악해서 범부처 과학기술
통계의 개선·보완 사항 도출

매뉴얼* 개정본 발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2019.9. 발간
●●

R&D도우미센터 효율적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문의에 대한 온라인 및 유선 응답을 통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

연구현장 규제혁파를 위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운영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적 요인들을 발굴 및 정리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제조치 제도개선
•제재조치에 대한 현장의 수요 및 전문기관 실무내용을 반영하여 행정규칙(안) 마련 및
검토

●●

기술료 통계조사 및 제도개선
•18개 부처·청·위원회 대상 정부납부기술료 수입·사용현황 통계조사정보공개 및 기술
이전기여자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

추진 연구과제

120

●●

대학 등 비영리기관 대상 연구행정 지원역량평가 도입 방안 마련
•연구비 관리체계의 충실성 중심의 평가를 연구행정 전 분야(행정조직, 간접비 집행 등)
에 걸친 역량평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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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R&D 제도 혁신 기반
연구
연구책임자 김현민, 서지현

시사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 완화로 연구몰입
환경 조성

●●

연구목적

●●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을 제한하고 제재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연구자의 연구윤리 인식제고


R&D
제도 변화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기존 문제를 답습하지 않는 제도개선 정책
수립이 필요
•200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후 ’19년도까지 30여회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규정에 대한 방향성이 모호

●●


연구현장
규제혁파를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연구현장에 제대로
안착되는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R&D 제도 개선 배경 및 취지에 대한 자료의 축적 및 분석이 실시되지 않은 채 기존
제도 연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개선 논의 진행
•이에 따라 부처 및 전문기관 등을 통해 공동관리규정 제·개정 및 R&D 주요 관리 제도
변경 관련 자료를 취합 및 아카이브를 구축
•구축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변화 분석, 현장의견 청취 등을 통해 R&D 관리 제도의
중장기적 개선을 위한 중점 과제 도출

연구내용

●●

국가 R&D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이력 분석
•「과학기술기본법」, 「공동관리규정」등의 제·개정 이력분석을 통해 규정 도입 목적,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한 분석 및 제도 개선 시사점 도출
--간접비, 기술료 등 주요 제도를 포함하여 기획·선정, 평가, 연구개발비, 성과물, 기술료
등 R&D 전주기 관련 제도의 연혁을 심층 분석하여 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

●●

과학기술분야 R&D제도 관련 정책 추진 이력 분석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제도개선 추진 사항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자문회의 등의 상정
안건)에 대한 이력 분석
--김대중 정부 중반(2002년) 이후부터 노무현 정부(2003.2~2008.2), 이명박 정부
(2008.2~2013.2), 박근혜 정부(2013~2016)와 현 정부(2017~현재)를 포함하는 약
17년간의 안건에 대한 이력 및 키워드 분석 실시
•과학기술정책 관련 제도개선 토론회, 설문조사 등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 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 이력 분석 (2017~2019)
•현 정부의 중장기적 과학기술정책 추진 방향 분석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2017),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 국가R&D 혁신방안
(2018) 등 최상위 과학기술정책 자료 활용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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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제도개선 안건과 공동관리규정 개정 내용과의 관계도>
21조 원
범례 :

국과위 제도개선 심의
안건 주요 내용

공동관리규정·제개정
주요 내용

19조 원

7조 원

•혁신도약형 사업 환경 구축
•추격형에서 선도형 R&D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강화(2013)

•연구관리제도 간소화
•연구비 사용 책임성 확보(2008)

15조 원

9조 원

49

범부처 R&D 관리 규정지침
표준화 방안 마련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2012)

17조 원

정
부 13조 원
연
구 11조 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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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현민

•기업 참여 및 기초연구 수행 환경 강화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
•추격형에서 선도형 R&D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강화(2010)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
(2004, 2005, 2006)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2008)
•연구비관리 투명성·효율성 제고 (2005)
•성과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활동 평가
시스템 구축(2005)

•연구비 및 연구성과 관리 체계 제고(2008)

•연구사업 기획·관리·
평가 등 전주기 관리의
개선 (2003)

•상대평가/절대평가 중 선택 반영할 수 있고 기술동향 등에 따라 연구중단
가능한 수단 마련 (2007)

•기술수요에 맞는 연구로 국가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 기획 강화 (2005)

5조 원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1)

3조 원

연구목적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도


연구자
중심의 범부처 연구지원서비스 통합 구축을 위하여 규정·지침, 서식
등의 표준화·간소화 선행 필수
•표준화 수요도가 높은 용어·서식·처분 기준 등 중점 영역을 설정하고, 연구자, 전문기관,

●●

전문가 인터뷰 실시를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등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표준(안) 제시

•R&D 제도 8개 분야별로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대상으로 R&D 전주기 프로세스 및 주요
관리 제도에 대한 심층인터뷰 실시를 통한 주요 개선 요인 및 지연, 방해 요인 분석
●●

연혁 분석 및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R&D 관리제도 중점 추진 과제 도출
•관리제도 분석 결과 및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R&D 제도 중점 추진 과제 도출
•추진 과제 달성을 위한 현 제도상의 보완 사항 분석 및 향후 추진 방향 도출

연구내용

●●

「범부처 R&D관리 규정·지침 표준안」도출 및 시스템 구축방향 제시
•전문기관, 연구자, 연구 지원인력을 중심으로 ‘범부처 규정·지침 표준화 TF’를 구성 및
운영
--부처·전문기관 규정 전문가, 연구자 및 연구행정 등으로 구성(1차 총 43명, 2차 총
10명)하고, 주요 과제별 표준화 방안 논의 후 규정·지침·매뉴얼 표준안 마련

시사점

●●

•산발적이고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 대응형 프로세스를 벗어나 장기적인 로드맵 기반의
R&D 관리제도 정책 방안 마련 필요
•5년 주기의 중장기 ‘(가칭)국가연구개발 연구관리제도 개선 기본계획’ 차원의 전략적
접근 필요
●●

현장밀착형 단기적 제도개선 체계 운영 필요
•현장착근을 방해하는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규제 발굴 및 즉시 개선 추진
•규정 개정사항 등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단기 추진 과제 운영

●●

--표준 업무절차도 도출을 위한 부처·전문기관 의견수렴

연구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중장기 제도개선 체계의 마련


축적된
연혁 자료를 공동관리규정 개정 기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투명한 제도 운영 기반 마련
•개인 차원의 관리 범위를 넘어 지속적인 축적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책 안건, 제도
분야별 개정 이력, 설문, 토론회 자료 등의 체계적 관리 필요

●●

범부처 연구관리 서식·첨부서류 간소화 및 표준화 기획 및 착수
•부처·전문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제출받는 서식·첨부서류 현황을 파악하고 간소화 및
표준화 대상 선별
--R&D 단계 중 공고·접수 단계에 한해 사업유형별 특이사항 고려하여 간소화 및 표준화
대상 선별 완료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124

●●


범부처
수용 가능한 통합 규정·지침 수립을 통해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근간 마련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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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통합 법제 연구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기준 제시
--기관별 상이한 업무절차, 용어 등에 대한 표준안 제시

연구책임자 이재훈, 유지은

--명확한 이의신청, 재평가, 성실수행, 제재조치 기준 확립
--연구기관 간 권한과 책임 정립 통해 협약, 제재조치 범위 명확화
●●

연구자 편의성 및 R&D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변화 시도
•연구자·전문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존 부처·전문기관별로 관리되던
R&D 연구행정을 일원화하여 연구자의 편의성과 R&D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
--연구현장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관리규정 삭제·개정

연구목적

●●

--기관 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20조원 시대를 맞아 현 공동관리규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R&D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계 재정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증가 및 다변화로 인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정

--R&D과제 최종평가 시 ‘성공’, ‘실패’ 판정 폐지

제정(’01) 이후 17여 년간 정체되어 있던 국가R&D 제도 혁신 추구

연구내용

●●

특별법 추진을 통해 타 부처 법령과의 위계 복잡성으로 인한 적용 한계의 해소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제정안 연구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령인 공동관리규정 중 법률상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제정안
으로 이관되어 수준 격상
--공동관리규정을 단순히 법률로 격상시킨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축조가 불가피한
내용을 분석·연구하여 제정안 이동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대부분 내용은 국가R&D 혁신을 위한 신설 조문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도전적·혁신적 연구 지원 및 수행을 정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의 책무로서 명문화
--연구자의 연구 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 지원 명문화
--연구개발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지원·평가·조정·심의 등 국가연구개발 활동 전반에
대한 책임 명문화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하위령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의 특성상 연구 현장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성격의 사항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및 출연 근거가 되는 진흥에 관한 사항
분리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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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

<현행>

부처별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R&D 통합법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

혼재
대통령령

행정규칙

공동관리규정

개별법 시행령

R&D 통합법 시행령

부처별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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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R&D) 연구윤리
재정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서지현

중기부
R&D 규정

산업부
R&D 규정

각 부처
R&D 규정

R&D 통합법 시행규칙

각종 지침

각종 지침

각종 지침

관련 지침

(훈령 등)

■ 규제 성격 (연구비 규정, 제재 등 R&D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진흥 성격 (R&D 사업 지원 근거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진흥 성격은 각 소관 부처별 법령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정안
및 하위령으로 체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 양산 제한

시사점

●●


그동안
R&D제도 개선과 시스템 혁신을 위해 연구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
제도혁신기획단, 알프스 TF, 국가R&D 규제혁파 방안 등 정부 차원의 개선 정책
들이 총망라된 특별법안 최초 발의

●●


국가R&D
체제의 혁신을 도모하고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 및 국가
R&D 사업에 대한 범부처 공통 기준 제시

●●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하여 보편타당한 R&D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이해관계자·연구자 의견 수렴

연구목적

연구내용

●●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대 및 국가 R&D 규모의 지속적
확대로 연구자의 책임있는 연구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요구 증가

●●


최근
부실학회, 미성년자녀 공저자 문제 등 기존 연구윤리 범주를 넘는 새로운
이슈가 다면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연구윤리 범주 재정립 필요성 대두

●●


건강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편적 연구윤리 규범 확립 및 책임있는 연구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

연구윤리 규범 TF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제안
•보편적 연구윤리 범주 재정립
•연구윤리 조사·검증 추진체계 정비(안) 제시
•연구윤리 거버넌스 및 주체별 역할 정립(안) 제시

●●

범부처 연구윤리 법령 체계 개선 및 개정 방향
•소관 부처별로 산재된 법령 상의 연구윤리 조항을 일원화하기 위한 ‘연구윤리범주’
및 ‘연구부정행위’ 유형, 판단기준, 검증 시효 등에 관한 공통 기준 제시
•「과학기술기본법」,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 「공동관리규칙」(과기정통부령)의 연구
윤리 및 개정 방향 도출
•유사·중복 규정에 대한 통합(안) 제시

●●

선진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및 주체별 역할 정립
•연구윤리 정책·제도 개선, 범부처 연구윤리 이슈 대응방안 심의·의결, 상시적·선제적
관리·감독기능을 위한 연구윤리 전담 조직 신설 제안
•R&D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연구윤리 이슈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 체계 방안
(안) 제시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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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연구회의 산하 출연(연)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 연구부정행위 검증·조사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자체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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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산출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국가연구개발 수행 주체(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 명시

연구책임자 구명회

시사점

●●


책임있는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자 인식규범에서 윤리적 가치실천에 이르는
포괄적 규범으로서의 연구윤리 범주 확대

●●


연구계의
건강한 윤리의식 및 가치 철학의 확립을 위해 연구계 주도의 자정작용
및 학습을 유도

연구목적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및 연구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부처,
전문기관, 연구기관 간 합리적 책임·역할 분배 및 협력, 소통 체계 활성화
필요

●●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 및 대학에 대한
간접비 비율 산출 및 제도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
비영리법인에 대한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필요한 기관별 간접비 산출 필요

연구내용

●●


간접비산출위원회에서
확정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산출
기준』에 따라 2020~2021년(2년) 적용 간접비 비율(안) 산출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71개기관)
--교수, 공인회계사, 출연(연) 및 특정(연) 소속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간접비산출
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실적 간접비 비율(안) 산출
--원가산출 간접비 비율(안)에 연구비체계평가결과 및 참여제한 등 기관별 가·감률을
조정하여 기관별 간접비 비율(안) 마련
•대학 분야 (170개 대학)
--2018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 원가계산을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간접비 비율(안) 산출
--원가산출 간접비 비율(안)에 연구비체계평가결과 및 참여제한 등 기관별 가·감률을
조정하여 대학별 간접비 비율(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비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별 간접비 비율(안)
최종 확정 및 관보 고시(’19.12.31)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130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간접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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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규정 분석을 통한
국내 규제 샌드박스 법제 개선 연구
연구책임자 이재훈


2019년
간접비 비율 산출시 도출된 사항 및 국회 예정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정부출연(연) 및 대학분야 간접비 검증자료 표준 템플릿 개발 등

연구목적

연구내용

●●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의 정착을 위한 개선안 제안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특색을 살펴보고, 동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
입법·제도적 방안을 제시

●●

규제 신속확인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개선 제언
•부처의 기존 법령 해석과 사실상 차이가 있는지 법적 검토 요구

●●

생명공학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별도 필요성 제언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적용완화를 현실화하려면, 다른 사례와 같이 생명
공학 분야에 관한 규제 샌드박스 별도 입법을 위한 국민적 합의 필요

●●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규제 샌드박스로의 쏠림 현상 파악
•유권해석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판단 전에 제외하는 규정 필요

시사점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자료·정보 전체 공개에 관한 논의

●●

신청·심의 등 건수에 집착하는 문화 개선 논의

●●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위한 기술적 시스템으로서의 역할 수행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은 산업기술 혁신 속도에 맞춰 법령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한계를 보다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관련 법령 제·개정 시에 반영 필요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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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혁신협의회 운영

●●

및 업무 역량 강화 방안 논의
●●

2019년 연구관리혁신협의회 기관장회의 6회 개최

●●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이
소관부처 R&D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획·평가·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R&D사업관리의 효율성·전문성제고에 기여

●●


경쟁적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등의 난립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R&D사업 기획·
평가·관리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함

연구책임자 김현민, 이나래

시사점
연구목적

●●

●●

연구내용

제12회 연구관리혁신협의회 공동세미나 및 간사워크샵 개최 (’19.10)
•R&D 전문기관 거버넌스 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임 관리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전문성·객관성·
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하기 위해 협의회 설립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업무
각
의 효율성 제고 및 고객 지향적인 연구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간 협의의 중심체 역할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발간 (’19.5)
•각 부처별 R&D사업 정보를 일괄 취합하여 종합안내서를 발간, 일선 연구현장에 책자
배포 및 온라인 게시 완료

●●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집 발간 (’19.5)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예산, 인력, 사업 등의 최신현황을 조사, 정부부처 및 회원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

연구관리혁신협의회 홈페이지 개선 (’19.5)
•회원기관 조직·구조 변화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협의회 홈페이지 개선

●●

해외 선진 R&D관리사례조사(’19.5)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등 호주(시드니, 캔버라, 멜버른)의 주요 R&D관리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협의회 회원 20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례
조사 시행 (5.12.∼5.18.)

●●

연구관리전문기관 뉴스레터 발간 (’19.3/6/9/12)
•R&D정책 동향자료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를 3회에 걸쳐 각 9건, 11건 씩
총 20건 작성·배포

●●

R&D제도 및 규제개선 공유 회의(’19.8)
•‘R&D 예타 경제성 개선’ 관련 전문기관 간담회 개최

그림1 「2019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표지

그림2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종합안내서」표지

그림3 「연구관리전문기관

2019년도
1분기 뉴스레터」 표지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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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관평가 제도개선 연구

부문

대상기관

기관운영계획서 점검(8)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COMPA), 광주과학기술원(GIST), 나노종합기
술원(NNFC),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나노기술원(KANC),
한국뇌연구원(KBRI),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KISTEP)

연구사업계획서 점검(8)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COMPA), 광주과학기술원(GIST), 나노종합기
술원(NNFC),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나노기술원(KANC),
한국뇌연구원(KBRI),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KISTEP)

중간컨설팅(3)

국가수리과학연구소(NIMS),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가과학기술연
구회(NST)

연구책임자 김선교

연구목적

●●

2019년도 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관평가 실시

임무중심형 종합평가(5)

•연구사업과 기관운영 부문 평가 분리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촉진
•정성평가 중심의 컨설팅 지향형 R&D 전주기 평가로 기관평가의 효과성 제고

●●

기초과학연구원 (IBS),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고등과학원(KIAS),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020년도 기관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적용
•’19년 기관평가 시 문제점 및 출연(연) 대상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등으로 제도 개선

<기관평가 추진 체계도>
①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확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항 발굴
⑦ 기관평가

결과 최종
확정

컨설팅 지향형 평가 강화를 통한 자체평가 결과의 수용성 제고
점검의견의 반영 사항의 적절성 검토 중심•

상위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

평가 체계·제도 중심의 평가위원 교육•

② 기관평가 지침

⑥ 상위평가

(상위평가위원회)
⑥-1 ‘부적절(정)’시

재평가 실시

부처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연구회

③ 자체평가

계획 및 기
관평가 편람 마련

⑤ 기관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직할기관

출연(연)

(16개)

(25개)

④ 실적보고서 작성

개선

•컨설팅·자문 역할을 포괄한 평가위원 교육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개선을 통한 실질적 독립·책임평가 달성
추천/자유 공모의 상설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기평가위원과 추천/공모를 통한 자체평가위원 풀 구성·운영

유형별 위원회 구성으로 책임 평가 부족•
3대 임무 유형별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자체
평가

•계획서 점검의견 소명 절차 강화
현황

•전문성·연속성 고려 및 책임 평가 강화
현황

개선

•평가위원 선정위원회 일원화

평가문화 및 평가환류체계 개선
공정한 평가문화 저해 행위 지속 발생•

•보안서약서 작성확대/평가문화 저해 시 최대 3점 감점

기관의 외부 고객 중심 수요자 인터뷰•
반기별 이행내역 관리 체계 실효성 부족•

•부적절, 불성실 평가자 배제 시 평가문화 저해 행위 고려
현황

개선

기관장 성과연봉 반영 기준 금액 제시•

•이행현황 점검 주요 평가 시점 3회 실시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 기준을 기본연봉 대비 비율로 변경

신규 제도에 따른 기관운영 평가 최초 실시
기존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실시•

•신규 제도에 따른 기관운영평가 최초 실시

목표달성도 평가 + 전문가 정성평가•

연구내용

●●


과기정통부
직할 16개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연구사업계획서 점검, 중간컨설팅,
기관운영평가, 종합평가 실시
•(기관운영계획서 점검) 기관의 R&R, 기관 발전 및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
임기 내 달성 목표를 설정한 기관운영계획서에 대한 적절성 점검
•(연구사업계획서 점검) 중장기 연구목표·전략 및 기관 특성에 따라 3·5·6년 단위로
설정한 연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절성 점검
•(중간컨설팅) 연구기관의 중간성과 점검 및 계획서 추진 방향 조정을 위한 중간컨설팅
실시 결과에 대한 적정성 점검
•(기관운영평가) 기관장 임기 종료되는 기관 대상으로 기관장 취임 시 수립한 기관운영
계획서 상 달성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종합평가) 기관장 임기 말, 기관장 취임 시 수립한 연구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도와 전문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질적 성과 중심 평가 실시

기존 평가 시 연구지원 부문 최대 20점•

•외부 평가 공통영역 평가 + 전문가 정성평가
현황

개선

•기관운영평가 100점 만점으로 최종 5등급 부여

•’20년도 기관평가대상·기준·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관평가 추진계획 및 편람 마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등 주요
상위 계획 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20년도 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관운영계획서 점검, 연구
사업계획서 점검, 중간컨설팅, 기관운영평가, 종합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편람 마련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136

●●


안정적
중장기 연구기반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평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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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R&D 성과실용화 제고를 위한
정책이슈 발굴 및 분석 연구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연구사업과 기관운영 부문 평가 분리

연구책임자 조현정

•정성평가 중심의 컨설팅 지향형 R&D 전주기 평가로 전환
•기관 R&R 재정립 중점 추진과제 이행여부 별도 평가실시로 기관장의 책임 운영 견인
•자체평가위원회 재구성으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대상기관과의 소통
강화로 평가결과 수용성, 효과성 제고

연구목적


대학·공공(연)에서
수행하는 정부R&D 실용화 관련 쟁점의 종합적 조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R&D 성과 확산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과 「다윈의 바다(Darwinian
Sea)」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요인 탐구
--공공 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조망 및 부진 원인 분석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 선정 및 대안 제시
<공공R&D 성과의 기술사업화 과정>
공공R&D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일류상품
Global market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등 과제 산적
제품양산
시제품개발
원천기술개발

악마의 강
제1계곡
R&D 자금

기초 R&D

연구목적

●●

상용화 R&D

다윈의 바다

죽음의 계곡
제2계곡
기술사업화능력
시제품개발자금 및 시장정보

시제품 생산

제품개발
마케팅

제3계곡
마케팅경영능력
시설/운영자금

양산

매출확대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연구주체에 관한 문헌조사 및 자문·인터뷰를 거쳐 10개
핵심 이슈를 발굴하고 AHP를 통하여 최우선 해결 과제 도출
•공공R&D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AHP 분석을 통해 ‘공공기술의 사업성 부족
(공급자), 기업의 사업화 역량부족(수요자)’이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라고 정의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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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 기술이전사업화 저해 핵심요인 10가지>
기술이전·사업화 저해요인

0.362

0.177

기술공급자

0.276

기술중개자

0.186

기술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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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장기 계획과
예산 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안광수

공공기술의 사업성 부족

불편한 기술정보 획득 플랫폼

이전기술 사후관리의 미흡함

성과관리조직 취약

0.231

0.088

0.070

0.083

연구자 창업 규제 및 환경

취약한 기술중개 조직

기업의 사업화 역량 부족

기술가치평가의 낮은 신뢰성

0.130

0.089

0.131

0.063

낮은 지재권 보호수준

부족한 협력 네트워크 문화

0.064

0.052

연구목적
●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의 비효율성 발생의 원인을 중·장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 파악

●

실효성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프로세스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

●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와 예산편성 과정의 주요 특징 분석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 방안 연구(공공기술 사업성 제고 방안)
•정부R&D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진성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검토
•공공기관 연구자 기술사업화 동기 부여를 위해 활성화 방안 검토
※ ‘기술이전에 따른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기술사업화를 인사평가에 반영’ 등 제언

●

기업의 사업화 역량 제고 방안 연구
•정부R&D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의 역량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이슈 분석
•모험적 연구를 추진하는 혁신형 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검토
※ 출연 방식으로 경직된 R&D투자를 투·융자 다변화

●

연구내용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문헌 파악 등을 통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연구현장 및 산업현장 등 이해관계자 간 담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술
혁신체계 2020s 대토론회(20.02.06)에서 연구 내용 발표* 및 토론

현황과 특징 및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의 차이점을 조사
•국방기획관리제도에 의한 중·장기 계획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 정부 R&D 30조원 시대의 성과제고 방안

미치는 영향을 파악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이슈 및 문제
점 분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면서 도출된 국방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
상의 이슈를 중심으로 보완 필요사항과 그 발생원인을 분석

시사점

●

●

선도형 시스템 단계적 도입확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실험 및 제도효과 모니
터링 피드백 시스템 필요
개선과제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특별법) 등 법/제도적 정비 차질 없는 실행
필요성,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담론의 장 마련 필요

●

예산편성 관점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파악된 국방연구개발사업 기획·계획 단계별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제안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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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방기획관리체계가 국가 재정 프로세스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성이
증가함

●●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은 주로 국방기획관리체계와 국가 재정
프로세스 간의 연계성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141

KISTEP 2019 Annual Report

58

중소기업 R&D 성과에 관한 메타분석:
정부지원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배용국

•국방중기계획과 방위사업청 중기사업계획의 작성 간소화 등을 통해 문서 작성효과의
적시성과 예산 예측 가능성 제고가 요구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업 검토 의견을 기획·계획체계에 환류하는 방안과 소요
결정단계에서 사업을 검토 추진이 필요
•사업 추진 이전에 수행되어야 하는 조치 필요사항들이 예산요구 전에 완료되도록
제도화를 통한 의무화 필요성 도출

연구목적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예산당국의 심의과정에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부처의


(배경)
‘뉴노멀’ 도래에 따른 위기의식 속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국내·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는 증가추세이나, 이들 연구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요 우선순위와 전체적 전력획득 현황 및 로드맵

체계적·종합적 분석은 미미한 수준

공유의 필요성 등 검토 필요
●●


(목적)
메타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프로세스에 관한 기존 국내 실증
분석 연구를 체계적으로 종합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프로세스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연구내용

●●


(방법)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다룬 111건의 연구를 종합하여 기술
혁신 프로세스의 구간별로 연구문제를 설정
•메타분석은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통계적 접근방식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
•선행연구와 메타분석 대상 연구가 보고한 변수 간 관계를 중심으로 조작적 정의와
연구모형 구축을 병행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프로세스 모형’ 구축

●●

(분석결과) 기술혁신의 요인과 결과에 대한 효과크기 확인
•(기술혁신 모형) 기술협력(내부)(0.571), 혁신문화(0.532), 동적역량(0.526), 흡수역량
(0.501), 사업화역량(0.488) 등이 큰 효과
•(지식재산권 성과 모형) 인사역량(0.326), 기술적 기회(0.286), 사업화 역량(0.271),
여유 자원(0.242), R&D 자금투입(0.191) 등이 큰 효과
•(경영성과 모형) 공정혁신(0.405), 제품혁신(0.342)이 큰 효과를 미치며, 지식재산권
(0.095)의 효과크기는 미미함
--경영성과의 측정방법, 연구의 출간유형은 기술혁신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조절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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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혁신 프로세스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 도출
① 혁신의 비용투입 측면에서는 자금보다 인력의 확충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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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대학지원 R&D 사업 개선방안 연구

② 혁신투자의 재원 측면에서는 정부투자보다 민간투자를 확충해야 함
③ 기술혁신지원 정책은 정책조합 측면의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지향해야 함

연구책임자 박석종

④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외부 주체에 대한 개방형 혁신에 앞서 내부 기능부서 간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
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서 기업가의 지대한 영향력이 확인된바, 기업가정신
관련 정책과 연계된 기술혁신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
⑥ 경쟁자지향성보다는 고객지향성이, 원가우위전략보다는 제품차별화전략이 중요하나,
공정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은 원가우위전략을 우선해야 함
⑦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기회이므로,

연구목적

●●


그간
정부의 지방대학 R&D 지원 사업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지방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대학 R&D 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큰 틀에서
마련

연구내용

●●


우리나라
대학 R&D 현황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성과중심으로 분
석하고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현실을 다각도로 검토

●●

정부가 대학 육성을 위해 그간 펼친 주요 정책과 사업 현황을 개관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정보 및 커뮤니티 지원을 강구해야 함
⑧ 기업의 규모나 업력은 기술혁신의 요인이 될 수 없음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초과학진흥정책 등 정책과 이에 대한 목표를 추구하는 주요 정부
R&D 사업의 개요를 살펴봄
●●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 R&D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 현장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표적 집단면접 조사 수행
•이를 통해 지방대학 현장연구자들의 정부 R&D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만족도에 대한
인식, 투자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한편 정부 R&D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의 수요
를 파악

시사점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방대학 R&D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큰 틀에서
도출

●●


정부는
지방대학 R&D 지원을 소외된 부문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접근
하기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체제 내에서 지방대학의 명확한
역할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 중요
•이 맥락에서 대학 연구비 분배의 불균형 완화, 지방대학 전용 기초연구 확대, 기본적
학생인건비 확충, 수요자 맞춤형 실질적 산학협력을 제고할 필요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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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 창출에 관한
환경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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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강문상

분야별 이질성을 고려한
기초과학분야 정부R&D 투자의
생산성 분석 연구
연구책임자 양은진

연구목적

●●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환경 전략적 개선방안 탐색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연구자 대상의 연구환경 개선방향 도출

연구내용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현황을 분석
하고 연구환경(연구역량, 과제특성, 조직운영, 연구개발제도) 실증분석을 통한
주요 개선방향을 모색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연구자의 연구·성과 현황 분석

연구목적

●●


기초과학분야
정부R&D 투자에 따른 연구개발 효율성 및 생산성을 측정하고,
학문분야 간·학문분야별 연구개발 생산성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
도출

연구내용

●●

생산성 측정 모형 도출
•기초과학분야 정부R&D 현황 분석 및 연구개발 생산성 측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우수성과 선정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

바탕으로 정부R&D 생산성 측정 모형 도출

•파급력 있는 연구의 수행에 관한 연구자의 사회심리적 동기요인을 파악하고 요인의

--정부R&D의 학문분야별 투입, 성과의 특징을 분석

영향력 분석

--정부R&D 과제를 기초과학, 의학, 공학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3개 그룹을 모두 포괄

•연구자 소속기관의 유형별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통한 연구환경별 개선분야 탐색

하는 전체 분야 내에서 기초과학분야의 생산성 특성을 비교 분석
●●

효율성·생산성 측정
•기초과학분야 정부R&D의 투입·산출요소 선정, DB 구축, 생산성 측정, 생산성 지수
분해 분석 등을 수행
--정부 R&D 과제를 중분류 단위로 통합하여, 중분류를 DMU로 하는 Meta-frontier

시사점

●●

연구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연구환경 개선 접근이 필요함

DEA를 수행하였으며, 분석 프로그램은 DEAP를 활용

•우수성과에 선정된 연구자의 연구개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2007~2017년 NTIS 조사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투입은 총연구비, 참여연구원 수,

•연구자의 우수연구 역량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성과는 SCI논문,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자료 활용

•연구자 특성(경력, 소속 등)을 고려한 전략적인 연구개발예산 편성 필요

--분석 대상과 성과 조합에 따라 총 6가지 set의 분석을 수행
●●

결과 해석
•정부R&D 투자 및 성과 현황, 효율성·생산성 측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초과학, 의학,
공학 그룹 간 비교 분석
--그룹 간 연도별·연평균 효율성 비교 수행, 성과 요소의 조합에 따른 생산성 결과 비교
제시
--특히 SCI논문 성과만 다룬 경우 상대적으로 분야 간 차이가 적은 편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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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그룹은 논문 성과를 선도하였으며, 특허의 경우 전체 분야 선도기술에 대한
추격과 퇴보를 반복
--기초과학분야 5개 대분류 간 효율성·생산성 측정 결과 비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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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R&D 진단과 한국형 DARPA
추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황지호, 손석호

시사점

●●


분야간
이질성이 두드러진 영역의 R&D에 대하여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
개발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방법을 제시
•본 방법론을 변형하여 정책 목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그룹 설정 및 다각적 분석 가능
--본 연구는 정부R&D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그룹별·그룹간 전반적인 추세 분석에

연구목적

●●


국방R&D
예산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소요 중심의 경직된 국방R&D 추진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혁신적 국방R&D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최첨단
변혁적 R&D를 지향하는 한국형 DARPA 구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

●●


민·군
기술협력 실용화 촉진을 통해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역할 강화방안을 제시

치중하였으며, 향후 정책적 필요에 따라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을 좁혀
심층 연구 가능
●●


근거에
기반을 둔 정부 R&D 투자 방향 설정 및 관련 정책 수립, R&D 예산 편성
과정 등에 활용 가능
•정부R&D 투자의 1차 산물인 논문, 특허에 대하여 그룹별 효율성 및 생산성의 추세를
확인

연구내용

●●

국방과학기술 정책-전략-실행계획 진단 및 개선방향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국방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국방획득
정책과 방위력개선사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국방 정책과 실행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필요

●●

국방R&D 투자 진단 및 개선방향
•군 소요에 기반한 추격형 체계개발(88%) 중심에서 미래·도전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
하는 방향으로 미래 국방R&D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며, 소요
보다는 능력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지향 R&D 투자 강화 필요

●●

국방R&D 기획·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향
•소요와 전력화시기 중심의 경직된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단위무기체계 사업화
중심의 R&D 관리방식도 보완 필요
•능력기반평가(CBA)를 통한 능력단위 기획·관리체계 운영과 기술혁신성 중심 진화적
관리체계 운영 필요

●●

국방R&D 제도 및 감사 진단 및 개선방향
•국방 지식재산권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부 소유·관리’에서 ‘민간 소유·활용’으로 전환
하고, 국방R&D에 연구기관 참여 문턱 완화를 위해 기존 계약방식(국가계약법) 적용
에서 협약방식(과학기술기본법) 적용으로 전환 추진 필요
•방산비리 관점의 감사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 개선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지향하고,
사후징벌 감사시스템에서 선제적 예방시스템으로 근본적 전환 필요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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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DARPA 추진방향
•한국형 DARP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변혁적 국방R&D 추진을
위한 철학과 비전(Why)을 우선적으로 정립한 후, 변혁적 국방R&D 추진을 통해 구현

63

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What)를 정립하고, 우리 현실과의 Gap 분석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주체(Who)와 구체적 전략 및 방법(How)에 대해 선제적 세팅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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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신성장동력 역할 강화

2019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연구책임자 황지호

•’17년을 기점으로 위축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산업화에
방점을 둔 전략적 추진 필요
•방산수출 유망 국가에 대한 전방위적 선택과 집중 전략과 함께 무상원조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무기 수입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한 수출 촉진전략 등 추진 필요

연구목적

시사점

●●

●●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별 세부 분석방법론에 대한 연구하고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사항들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기반을 구축하여 KISTEP의 R&D부문
총괄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동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기존 방법론을 보완하거나,


우리나라
국방R&D 주요 분야별로 혁신 이슈들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미래전장 환경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신규 방법론의 도입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

●●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신성장동력 역할 강화를 통해 최근 한계에
도달한 국가 경제성장에 돌파구 마련 필요

•평가항목별 세부분석방법론의 연구 및 보완 등을 통한 조사방법을 고도화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반영

연구내용

●●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반 고도화를 위한 주요 평가항목의 조사 방법론 고도화 연구 수행
•NTIS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 연구기간 검토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 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영향성 검토 연구
•기계학습을 이용한 기술수명주기 분석 방법 제고 가능성 탐색 연구
•국가연구개발 선행사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 선정에 대한 연구
•총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비용구조 분석 연구
•기초연구투자의 경제성 분석 사례 연구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한 R&D사업 사례분석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위험요인 관리에 대한 연구

●●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관점에서 정책
문제의 구조화 연구 및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 수행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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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일관성 제고와 더불어 최신 연구
개발 동향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보강·발전이 가능하도록 분석 방법론의 개선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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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타 표준지침의 실무 활용성, 분석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2019년 국가R&D사업 사전분석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연구책임자 이태근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인 KISTEP의 업무 효율성 및 위상제고에 기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강화가 기대됨
●●

향후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일관성 제고 및 방법론 확장을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속적인
조사체계 개선 연구가 필요함

연구목적

●●

 비타당성조사 교육, 온라인플랫폼 운용, 콜로키움 등의 사전분석 전문 네트
예
워크 관련 활동 수행을 통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
•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틀에 관한 학제 간 논의와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집단적 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참여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제도 운영상의 공감대 확산 및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 확보
•본 과제에서는 R&D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R&D평가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
인 콜로키움 개최, 기술개발 동향 파악을 위한 기술동향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정보 공유 강화 (온라인 플랫폼 –‘R&D예타로(路)’운영 개선)

연구내용
그림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완전개정판(2019.1) 표지

●●

그림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증보판(2020.1) 표지

 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추진과 관련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
국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실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의 운용 및 제도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이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 분석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
•상반기 서울(5월 29일) 및 광주(5월 30일), 하반기 서울(10월 30일) 및 대전(10월 31일)
에서 상·하반기 각 2회, 총 4회 교육 개최

•총 4회 간의 교육 중 참석자는 124개 기관의 총 391명이 참석
•교육의 만족도는 9점 척도 기준으로 7.74점으로 높게 나타남
●●

 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개최 및 기술동향조사
각
(기술세미나) 실시
•총 2회의 콜로키움 개최(분석방법론 사례 및 보완방향 논의 및 토론)
구분

일시

발제명

발제자

제27회

’19. 9. 10.

체계개발유형 R&D사업의 비용분석

최영균((주)프라이전트)

제28회

’19. 10.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효과분석

김정권((주)엑스퍼트컴퍼니)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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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조사 1회 실시
구분

분야

제목

기술동향조사

해양 분야

무인자동화 해양장비 군집운용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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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진단 및 구축방안 연구

※ 기술세미나 (ICT분야) 1회 진행 - “5세대 이동통신 그 이후” (2019.10)

연구책임자 이장재, 안승구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온라인 플랫폼(R&D예타로(路))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선함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한 이미지 개편 작업 실시 및 세부 기능을
추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함

연구목적

시사점

●●

●●


지난
20여 년간 NIS가 어떻게 진화해 왔으며, 글로벌 경제-기술 환경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를 진단

●●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NIS로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처방 도출 필요

●●

NIS 구성요소의 진화과정과 역량 분석

 &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R
조사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세부활동을 추진
•예타 교육을 통해 정부 R&D 관련 담당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연구개발사업 기획역량의 제고에 기여하고, 사전분석 콜로키움을 통해 조사방법론 개선
및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꾀하며, 최신 기술동향 파악을 위한 기술세미나 등 전문가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

연구내용

•우리나라 NIS의 진화 과정을 시대별로 나누어 특성 및 한계를 도출하고 NIS를 구성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해 조사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이고 폭넓은

7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분석 및 진단

수요자 의견수렴이 진행되도록 노력함
●●

 근 예비타당성제도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최
예타조사 지침 개정방향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연구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콜로키움 주제 발굴에 있어서도 내부 조사역량 강화에 보다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

●●

NIS와 제도적 환경
•NIS의 제도적 환경은 혁신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NIS의 진화에 중요한 요소
•NIS의 제도적 환경으로 (1) 인터넷 경제와 기업 환경, (2) 노동시장, (3) 교육 및 훈련
체계, (4) 규제시스템 등 검토

●●

NIS와 하부구조
•NIS의 하부구조는 기술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혁신 성장 동력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한
요소
•NIS의 하부구조로 (1) 기술혁신지원시스템, (2) 지식재산 관리체계, (3) 과학기술정보
유통체계, (4)기술금융체계, (5) 창업생태계 등 검토

●●

NIS에 대한 분야별 접근
•NIS를 구성하고 있는 (1) 혁신주체, (2) 혁신주체 주도의 산업 및 기술, 이를 (3) 지역과
국제 차원에서 행해지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
•(혁신주체) 기업,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중개조직 등에 대한 실태 및 특성, 이슈분석
•(산업 및 기술) 새로운 경제사회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공지능(AI)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실태 및 특성, 이슈분석
•(지역 및 국제) 지역혁신 체계의 실태와 특성, 국제 과학기술협력의 수준과 성과,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방향 모색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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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를 향한 NIS 전환 방향>
~’10년대 말

~’20년대

NIS 목표

신속한 추격

새로운 혁신성장 경로 창출

혁신체계
구조

탈동조화(분산)(Decoupling)

동조화(연계와 융합)(Coupling)

역량
우선순위

기술역량→과학역량→효율적 운영역량=

인적역량→기술역량=과학역량→학습역량=

정부역량→인적역량→개방역량→학습역량 등

개방역량→정부역량=효과적 운영역량 등

효율성, 성과 차아출

효과성, 학습과 개방성, 국민체감 등

R&D 투자 및 배분에 초첨

R&D에서 사업화까지/주체 간 및 기능 간 연계까지 초점

직접지원 중심

간접지원/생태계조성 중심

혁신성장
지원 형태

정부 주도

민간 주도, 국민참여, 정부 지원

부각되는
역할

기술 역할 강조

과학과 혁신 역할 강조

운영
우선순위
정책 범위와
지원 방식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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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20조원 시대의 전략과
혁신주체별 역할 및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장재, 엄익천

연구목적

●●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이론적 토대 하에 ①연구개발투자와 ②지원제도,
③산·학·연 혁신주체들의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주요 정책이슈 분석

●●

 정책이슈 분석을 통한 한국형 국가기술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동
System: NIS)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방안의 종합적인 모색

●●


①연구개발투자
부문에서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현황을 비롯해서 연구
개발 투자의 최적 규모와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2020년
~2029년) 분석

●●


지원제도
부문에서는 과학기술과 R&D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개정수요와 국가 연구개발 전략과 연계된 법정책 의제 도출

●●


산학연
부문은 NIS 관점에서 주요 혁신주체인 중소기업과 대학, 정부출연(연)
으로 세분화해서 접근

새로운 창의적 경로 창출형 혁신성장 추구 필요
•신속한 추격형 패러다임으로 인해 주력산업 등에서 경로의존성과 산학연 혁신주체
간 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주체 간의 동조화 추구와

연구내용

새로운 창의적 경로 창출을 위한 2020년대 NIS 전환 방향과 관련 전략과 정책 과제 제시
●●

미래 첨단 신산업 견인을 위한 탐색과 기술혁신 원천 창출 필요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 발굴과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업 및 새로운 가치창출 생태계
조성
•혁신성장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경로 탐색 및 진입을 위한 공공 R&D 전략
추진

●●

NIS에서의 인적, 개방역량 등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적역량 제고 및 우수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점
•글로벌 기술혁신체계와 연결을 위한 개방형 혁신 제고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국내 연구체계의 연계 강화

•중소기업에서는 ①연구개발 추진의 전략성과 ②자금지원과 ③연구개발 인력, ④기술
사업화, ⑤협력연구의 다섯 가지 정책이슈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과를 촉진
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언
•대학 부문에서는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의 관점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과 연구개발비의 투자현황을 파악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

혁신주체 간 동조화 강화 및 국가기술혁신 거버넌스 재정립
•혁신주체 및 기능 간 연결 관련 정책을 R&D 정책과 연계 추진 그리고 혁신기반의 중소
기업 및 공공연구조직의 혁신역량 제고
•2020년대에 필요한 NIS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재정립

관련된 대학 연구개발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논의
•정부출연(연) 부문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정부출연(연) 연구자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부출연(연)의 쟁점사항들을 도출하고 정부출연(연)의 미래지향적 역할을 위한 발전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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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측면에서 중복지원에 대한 최적화 방안 마련과 체계적 사후관리 강화, 중소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정책 콜로키움 개최>
●

기업 R&D 시스템 통합 운영, 출연금 지원방식에서 투융자 방식의 다변화 추진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정책이슈와 분석결과들은 [그림 1]처럼 ‘NIS 정책 콜로키움’
을 개최해서 정책의제의 설정·확산에 기여
•기술혁신·정책 관련 학회들(한국기술혁신학회 등)에 특별 세션을 마련해서 토론·발표로 연구
성과의 공유도 추진

•또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지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등을 추진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협력 R&D프로그램 발굴과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협력연구 촉진 필요

그림1 연구개발투자

그림2 중소기업

●●


대학은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 따라 고등교육의 재정지원 속에서 연구개발을
접근하는 ①의사결정구조(Goverance)의 재정립, ②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연계한 총액 교부금 지원, ③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④연구
성과의 질적 제고를 추진할 필요

●●


정부출연(연)은
왜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을 유지하고 키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

그림3 정부출연(연)

•‘(가칭)정부출연(연) 미래비전기획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국가기술혁신체계 내에서
정부출연(연)의 역할 재정립
※ 동 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출연(연) 연구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 뿐 아니라 인문
사회계, 정부출연(연) 이외의 과학기술계, 민간기업, 일반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모으고 육성

시사점

●●


연구개발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필요
•내생성장모형의 접근법에 따르면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연
구개발비 최적 비중은 5.10%로 추정됨에 따라 2017년 집약도(4.55%)와 비교 시 연구
개발비가 여전히 과소투자되는 실정*
※ 과소투자의 주요 요인: 한국의 경우 주요 선진국 대비 총 연구개발비의 공공 부문 연구개발 재원 비
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17년: 한국(22.5%), 미국(30.3%), 독일(28.1%), 영국(32.6%), OECD 평균(31.3%)
•특히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31명)을 대상으로 계층화분석(AHP)을 활용한 정부연구
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2020년~2029년) 전망 결과,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출규모가 꾸준히 확대될 필요
--다만 2020년~2029년까지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그
지출규모의 질적 개선도 요구되었음
●●


지원제도
측면에서는 NIS 관점에 따라 기존 과학기술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을 ‘「(가칭)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확대하여
재구성할 필요*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NIS 관점, 곧 기술혁신의 생성과 전환, 실현의 각 단계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과학기술과 혁신이 연결되어 실현되는 부문이 부족함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의 전략성 강화와 자금지원, 연구개발 인력, 기술사업화,
협력연구 등의 성과 제고에 더욱 경주할 필요
•중소기업 R&D전략의 총괄·조정체계를 재구축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전략성을 강화할 필요*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법정계획화,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중소기업전문위원회와 중소기업 R&D 예산심의 주관인 기계소재전문위원회의
기능 통합 등

방향을 설정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될 필요

•출연금의 총규모는 기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예산배분 방식 개선 필요
•정부출연(연)을 해당 분야의 기술과 경제, 산업, 사회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국가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필요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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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KISTEP 이슈 페이퍼’ 발간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방안 연구

발간호
2019-10
(통권 제268호)

연구책임자 정동덕

연구목적

●●


KISTEP
정책네트워크, 과학기술계, 산업계, 일반인 등에게 정책수립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고급 정보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KISTEP 전문성
강화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
•KISTEP 정책고객 약 8,000여명에게는 대량메일시스템을 통해 파일을 발송하고,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출연(연), 대학 소속 주요인사 600여 명의
VIP 정책고객 대상 인쇄본 우편 발송

2019년 발간목록
(총 20편)

발간호

제목

2019-01
(통권 제259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분야 2019년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임현(KISTEP)

2019-02
(통권 제260호)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이슈 발굴

안상진, 조아라, 최문정
(KISTEP)

2019-03
(통권 제261호)

규제 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이재훈, 정희영(KISTEP)

2019-04
(통권 제262호)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연구

진영현(KISTEP)

2019-05
(통권 제263호)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지원평가
혁신방향

허기영, 이나래, 김빛나
(KISTEP),
박문수(한국뉴욕주립대)

2019-06
(통권 제264호)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체계 제언

박석종(KISTEP)

2017-07
(통권 제265호)

빛의 속도로 계산하는 꿈의 컴퓨터, 양자컴퓨터 정지형, 최병철(ETRI)

2019-08
(통권 제226호)

우주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우주분야 정부
이재민, 문태석(KISTEP)
R&D전주기 시나리오

2019-09
(통권 제267호)

실감미디어 영상의 목적지, 디지털 홀로그램

제목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연구산업 수요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저자 및 소속
최동혁(KISTEP)

2019-11
(통권 제269호)

해양 바이오 디지털 혁신생태계 구축전략

유거송(KISTEP), 판철호
(KIST), 안상중(KIMST)

2019-12
(통권 제270호)

국가 R&D평가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류영수(KISTEP)

2019-13
(통권 제271호)

신입과학기술인력의 역량분석

유준우, 이정재(KISTEP)

2019-14
(통권 제272호)

재외 한인과학기술인의 해외 유출입 인식 조사

이원홍, 이정재(KISTEP),
강현주(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9-15
(통권 제273호)

정부 연구개발 실증지원 고도화방안

김선재, 이선명(KISTEP)

2019-16
(통권 제274호)

정부의 중소기업 R&D전략, 어떻게 설계할 것
인가?

안승구(KISTEP)

2019-17
(통권 제275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최적비중과 개선방안

엄익천, 홍찬영(KISTEP),
황원식(산업연구원)

2019-18
(통권 제276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주요 이슈분석 및
정책제언

손석호(KISTEP)

2019-19
(통권 제277호)

디지털 환경에서 연구혁신 정책 데이터 현황과
이윤빈(KISTEP)
이슈 논의

2019-20
(통권 제278호)

우리나라 국방 R&D혁신을 위한 이슈진단과
개선방향

황지호(KISTEP)

저자 및 소속

2020년 계획

●●

고객만족도 지속적 제고
•심도 있는 정책분석으로 일반 정책고객에게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깊이 있는 시사점과 정책권고를 포함해 과학기술혁신정책 의사결정 담당자들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

●●

박영준, 최병철(ETRI)

지속적인 품질향상 노력
•정책적 시사점의 구체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슈제기형, 심층분석, 대안제시형 등
유형별로 분량과 분석의 깊이를 유연하게 하고, 편집위원회 개최 빈도를 높여 보다
시의성 높은 주제 발굴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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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와
성과평가체계 종합분석 연구

•72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양(+)의 값을
가지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36개 OECD 회원국의 경우 유의적으로 양
(+)의 값을 가짐
* 비회원국의 경우 음(-)의 값을 가지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연구개발투자가 과학기술 성과인 특허에 유의적으

연구책임자 류영수

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OECD 회원국의 경우 연구개발투자가 특허에 유의적으로
양(+)의 값을 나타냄
* 비회원국의 경우 음(-)의 값을 가지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연구개발투자가 논문에 양(+)의 값을 가지나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경우에도 모두 유의하지 않음

연구목적

●●

●●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및 기여도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가치를 검증
하고 방향성을 제시

●●

연구개발 성과평가체제 진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시스템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가중치 부여를 위해 델파이(Delphi) 조사(3회)와 Fuzzy-AHP 기법을


연구개발
성과평가시스템의 종합분석을 실시하여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진단하고 혁신성과 창출기반의 효율적인 평가시스템 설계와 운용방향을 제시

활용
* 설문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17∼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에 참여한 평가전문가 148명
(응답자 121명)

•메타평가 분석결과, 전체 5.23(Likert 7점 척도)으로 평가기획 유용성(5.38)이 높았으며,
평가결과 신뢰성(5.05)이 상대적으로 낮음
* 평가유형별로는 종료평가(5.42)가 높고 추적평가(4.71)가 낮게 나타남

연구내용

●●

•연구개발 평가체제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지원의 민간연구개발투자 유발효과

공통적으로 성과가치의 인식변화와 평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밝힘

•정부 연구개발보조금 지원이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주제로

* 표적집단면접조사는

정책전문가(6명)와 연구자·연구기획전문가(6명) 등 두 그룹으로 구별하고 동일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국내문헌을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짐

* 문헌 21건의 통계적 결과추정치로부터 117개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추출하여
메타회귀분석 실시(총 표본 수는 214,680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산출된 전체평균 효과크기는 PEESE 분석을 통해 산출된
0.0426
* 이는 Doucouliagos(2011)의 편상관계수(PCC) 효과크기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small 수준
(PCC<0.07)임.

•확률효과모형 분석결과, 90년대(1995∼1999) 기간에는 소폭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
으나, 2000년대(2010∼2014)에 들어서 양(+)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평균효과크기가
소폭 개선된 모습을 나타냄
•Pooled OLS 분석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소폭의 양(+)의 효과를 보였으며(p<0.05), 벤처
기업의 경우는 효과크기가 large(PCC>0.33) 수준에 근접
* 대기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연구개발정책의 분석방법 탐색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개발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글로벌학술지(5개)의 57개
논문과 국내학술지(7개)의 55개 논문을 분석
•기술공급정책 관련 연구비중이 글로벌학술지는 93%(68건), 국내학술지는 94%(73
건)로 대부분의 유형이 기술공급정책에 편중
•직접지원 관련 연구비중이 글로벌학술지는 60%(44건), 국내학술지는 67%(52건)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분석단위별로는 기업대상 연구들이 각각 70%(47건), 65%(36건)를 차지하였으며,
분석방법에서는 글로벌학술지는 75%(43건)의 연구가, 국내학술지는 69%(38건)의
연구가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
* 처방적 분석기법을 적용한 문헌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구글트랜드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검색량은
급격히 증가

●●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연구개발투자가 총요소생산성(TFP)과 과학기술 성과(특허, 논문)에 미치는 효과
추정을 위해 1985년부터 2017년까지 72개국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동태패널모형
(Dynamic Panel Model) 분석을 실시
* 연구개발투자 외에 국가별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변수를 포함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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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은 민간연구개발투자에 양(+)의 부가성 효과가 존재하며,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에 중점을 둔 지원이 요구

●●


연구개발투자는
OECD 회원국에 한해 총요소생산성, 특허에 양(+)의 효과가
존재하며 국가의 사회적 여건이 함께 고려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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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 연구
연구책임자 김진하


성과를
강조하는 평가체제와 과학기술 환경변화로 인한 기대성과, 즉 혁신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혁신의 가치가 인정받는 평가’로 추진철학과
시스템을 재정립
* 국가연구개발 평가체제는 기술혁신을 위한 사전 정보제공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사업)과
연구자(과제)관점에서 여섯 가지 변화를 제언

●●

연구목적

●●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전문기관으로서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 이슈의 선도적
발굴 연구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연구내용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선진기관 네트워크 구축·강화


처방적
분석기법(prescriptive analytics)은 여러 가능한 정책대안들의 선택에
따른 예상결과 값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대안이 가장 적절한지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글로벌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및 지속적 교류·협력 확대 등 기존 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권역별·국가별 수요를 고려한 신규 협력기관 발굴 추진
•국제포럼, 세미나, 학술대회 등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글로벌 이슈 발굴·선점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강화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협력 아젠다 발굴
•정책기획, 미래예측, R&D 평가 등 KISTEP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국제협력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KSITEP 주요 분야별 공동 아젠다 발굴 및 협력방안 모색
•한국 대표 과학기술혁신 Think-Tank로서 글로벌 아젠다 대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동참 및 현안 논의 참여 확대

●●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운영
•‘아시아혁신포럼(Asian Innovation Forum)’ 등 아시아 주요 과학기술혁신 기관을 중심
으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 확립
•아시아 과학기술혁신 주요 이슈 논의 활성화를 통한 공동성장 도모 및 아시아를 대표
하는 선도기관으로서의 리더십 선점

그림1 AIF 단체사진

그림2 세션발표 및 질의응답

추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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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지식 및 경험 개도국 전수
•한국 과학기술전문 지식 및 발전 경험을 전수받기 희망하는 개도국 협력 수요 파악 및
협력 방안 구체화
•개도국 대상 협력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해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서 네트워크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특히 수요기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미래예측 관련 방법론 교육 및 워크샵을 기획·
운영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질적 수준 제고

그림3 참가자 단체사진

시사점

●

그림4 미래예측 워크샵 세션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KISTEP 국제협력
체계의 내실화·다각화 필요
•협력기관과의 형식적 MOU 체결 및 일회성 회의 등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후속조치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발굴 및 연구원 교류 등 실효성 높은
국제협력 방안 모색 필요
•단순 포럼 개최 및 운영이 아닌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의 지속성
기반 마련 노력 필요

●

국가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권역·국가별 협력 수요에 따른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방안 모색 필요
•KISTEP 기관 차원에서의 국제협력에서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협력 추진 방안 마련 필요
•특히, 정책기획, 미래예측, 평가시스템 등 대상 권역·국가별 공통 관심 의제 및 수요를
고려한 전략적 협력 추진 방향 설정 필요

●

개도국 대상 한국형 R&D 기획·조정·평가 지식 및 경험 전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용성 제고 필요
•개도국 유관기관을 대상을 프로그램 콘텐츠 및 운영방식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개선 필요
•한국 과학기술 R&D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사례연구 활용, 참가자 그룹 토론 시간 및
워크샵 프로그램 확대 등 참가자 참여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방안 연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성과 확산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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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대외 활동
국내활동
국제활동
대외협력
나눔경영활동

K I S T E P

2 0 1 9

A n n u a l

R ep o rt

국내활동

168

2019년도 정부 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
개최
2019.1.9.~1.17.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19.1.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은 1월 18일(목) 과총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차 여성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포럼 및 행사

사업을 수행하는 9개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이 주관
하는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가 1월 9일(수)을 시작으로 17일까지 2개 권역
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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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및 행사

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23)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KISTEP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가 주관한 본
행사는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9~2023)(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및

설명회는 지난 2018년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20.5조원)의 투자

국민 의견 수렴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민, 여성과학기술인단체,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

방향과 주요 부처별 사업 추진계획을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자리이다. 권역별로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첫 날(9일, 15일)은 과기정통부(혁신본부)에서 올해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주요특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의 순서로 부처별 주요
연구개발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했다.
※ (수도권) ’19.1.9(수)～1.11(금),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중부권) ’19.1.15(화)～1.17(목), 대전 국립중앙
과학관 사이언스홀

둘째 날(10일, 16일)에는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셋째 날(11일, 17일)은 농림

공청회는 ▲김상선 KISTEP 원장,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정재 KISTEP 인재정책센터장의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발표와
▲한화진 WISET 소장을 좌장으로 김연태 연세대학교 BK연구교수, 김희연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선임연구원,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박은정 경희대학교 교수, 박현주 조선
대학교 교수의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설명이 이어졌다. 아울러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

한편,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23)은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관은 행사장에 별도의 상담 부스를 마련하여, 연구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기본계획('14-'18)의 종료와 함께 향후 5년 간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강화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4차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중장기 비전, 목표, 방향,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수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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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지원시스템 통합실무추진단 현판식
개최
2019.1.24.

KISTEP 개원 20주년 기념식 개최
2019.1.3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이 1월 31일(목),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은 1월 24일(목) 양재동 본원에서 오규택 과학기술혁신
포럼 및 행사

본부 과기혁신조정관,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및 각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지정 20개 전문기관 과제지원·연구자정보
시스템 통합을 위한 범부처 실무추진단 현판식을 진행했다.
'과제지원시스템'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 정보를 수집·처리·분석하고 기획-선정-협약-평가-성과
관리 등 연구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며, '연구자정보시스템'은 정부 연구개발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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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역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재 엘타워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원 기념식은 ▲ 김상선 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
기술혁신본부장의 축사 ▲ KISTEP 창립 20주년 유공 장관 표창, 우수부서상, 공감 KISTEP인,
올해의 KISTEP인, 장기근속자 등 각종 포상 시상 및 ▲ 직원 공연 등의 행사로 구성됐다.
개회사에서 김상선 원장은 “지난 20년 간 쉼 없이 달려 온 KISTEP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라며, “국가R&D 20조 원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관리하는 20개 전문기관의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자정보시스템

진정한 발전을 위해 국가R&D 기획, 평가 그리고 성과 확산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

통합의 추진은 기관별로 시스템이 달라 연구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연구자 부담이 커져 연구

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끝으로 김 원장은 “올해 말 진천에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KISTEP의 힘찬 도약을 기대한다”

범부처 실무 추진단은 각 부처 전문기관에서 파견된 담당자로 구성된다. KISTEP 3명, 한국연구

라며 “KISTEP, 우리의 자랑입니다! KISTEP,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지난 20년

재단 1명(2월중 1명 추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명, 중소기업

간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기술정보진흥원 1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명 등 총 9명이 참가한다.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구축은 올해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과제지원시스템 및 연구자
정보시스템은 2019년 상세설계, 2020년 구축 시작, 2021년 시범운영 일정으로 진행된다.

※ [ 포상 명단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립 20주년 유공 장관표창: 박노언 연구위원, 한유미 책임전문관리원,
정혜윤 책임전문관리원, 안지혜 부연구위원, 정의진 부연구위원
△ 우수부서상
△ 최우수부서상: 생명기초사업센터, 제도혁신센터
△ 우수부서상: 인재경영실
△ 공감 KISTEP인: 이동욱 연구위원, 이현익 연구원, 박소희 연구위원, 김진하 부연구위원, 이재훈 부연구위원
△ 올해의 KISTEP인: 이승규 연구위원, 조성호 연구위원
△ 10년 장기근속공로상: 전승수 연구위원, 이희권 부연구위원
△ 20년 장기근속공로상: 손병호 선임연구위원, 이도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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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1년 성과와 발전’
토론회 개최
2019.4.22.

2019.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은 국가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이
포럼 및 행사

주관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가 2월 26일(화) 서울 더케이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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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위탁 1년을 맞이하여 ‘연구개발 예타 1년 성과와

호텔에서 개최됐다.

발전’ 토론회를 22일(월)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연구

연구개발 예타가 기재부로부터 과기정통부에 위탁된 이후, 지난 1년 간 연구개발 사업 규모의

개발(R&D) 중점 투자분야 및 효율화 방안,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대형화와 수요의 폭증에 대응하여 총 43건이 착수되었다. 또한 예타 수행 속도 개선과 과학

있다.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다음 해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의 기준이 되며, 정부연구개발

기술적 반영에 중점을 둔 제도 개편을 통해 연구개발 예타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 내외로 절반

(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상 단축되었고, ‘경제적 타당성’ 보다는 ‘과학기술적 타당성’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등 실질적

이번 투자방향(안)은 내년도 정부연구개발(R&D) 투자를 목표로,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개선효과가 있었다.

경제 활력 제고와 행복한 삶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R&D) 투자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구개발 예타 수행 현황 및 제도 개선, 조사체계 개편 등 연구개발 예타 1년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발표(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와 함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위한 6개 과제를 추진한다.

및 운영 전면의 발전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연구 추진 계획이 소개되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

공청회 1부는 최도영 과기정통부 연구예산총괄과 과장의 안건 발표 후 염한웅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부의장을 좌장으로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산·학·연·언론 및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방청객 질의로 구성되었으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이
진행됐다.
*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20년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최종 확정한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22개 부처·청)에
통보된다.

에서는 윤의준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황지호 KISTEP 재정투자분석본부장 등이 참여하
여 향후 연구개발 예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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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2019.5.10.

2019.4.26.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4월 26일(금), 대전 ICC 호텔에서 자율과
포럼 및 행사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3월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R&D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현장에 숨어있는 관행적 규제 혁파, R&D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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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5월 10일(금), 롯데월드타워 SKY 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 확립 등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상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와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의 축사를

설명회 현장에는 대학, 출연연, 기업, 전문기관 등에서 약 400명의 연구자와 연구행정 부서장

시작으로 4명의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등이 참석하여 R&D 제도개선의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먼저, 손병호 KISTEP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은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수립 등 현 정부의
출연(연) 운영 정책의 변화와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다음으로 이희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은 기초연구 정책 성과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기초연구 정책의 성과와 이에 대한 연구현장의 분위기와 함께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설명했다.
끝으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펼쳐온 혁신성장
동력 육성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학기술계와 경제계가 협력해 향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전문가 패널토론은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좌장)의 주재로 ▲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박상욱 서울대학교 교수, ▲ 송위진 STEPI 선임연구
위원, ▲ 유용하 서울신문 기자, ▲ 이경미 충북지역사업평가단장,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이 참여해 정부출연연 정책, 기초연구, 성장동력 정책 등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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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 개최

2019년도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실시
2019.5.29.

2019.5.13.

KISTEP은 5월 29일(월) 엘타워에서 ‘2019년도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포럼 및 행사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가 5월 13일(월) 서초구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위해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기술·
정책군별 핵심사업 설명 및 토론을 실시하고자 마련됐다.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기계소재, ICT 융합,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등 7개 분야의 전문위원들은
5일간에 걸쳐 핵심사업 및 출연(연)사업을 대상으로 심층적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부처는 전문위원들에게 소관사업과 2020년도 필요 재원에 대해 설명
하고 그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설명회를 통해 모아진 전문위원회의
기술 사업성, 성과제고 방안, 적정 소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심의 시 중요자료로 활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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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수행기관인 KISTEP은 교육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 감소, ▲대형 R&D사업 기획/평가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통한 R&D사업의 기획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KISTEP 황지호 재정투자분석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R&D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방안,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세부분석 방법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부용 사무관은 2019년 1월 개편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체계
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KISTEP 조성호 예비타당성조사1센터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조성호 센터장은 사업계획시 현안진단을 통해 도출된 이슈가 무엇인지,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 제시를 통해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세부분석 방법에 대한 순서가 이어졌다. 먼저 KISTEP
박한길 연구위원은 『과학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져야하는
요소들을 사례를 통해 강조했다. 이어서 KISTEP 이일환 연구위원은 연구개발과제 비용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각 항목에 대한 비용을 추정할 때의 검토방향과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한편, KISTEP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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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사회문제 커넥팅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

미세먼지 문제,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으로 푼다!
2019.7.1.

2019.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통합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와
포럼 및 행사

사회정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KISTEP 사회문제 커넥팅 토론회: 한국사회

포럼 및 행사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식을 7월 2일(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
했다.

의 미세먼지 문제맵’을 7월 1일(월) 오후 1시 30분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 컨퍼런스A에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은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진전에도 불구

서 개최했다. 본 행사는 김상선 KISTEP 원장의 환영사와 정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하고 대학, 출연연, 기업의 연구개발(R&D)에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조정과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과학기술 및 사회정책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커넥팅

해소하고자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서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는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김상선 원장은 환영사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이나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개 분과별 각 10명으로 구성된 총 30명의 점검단은 ▲정부 주도에서

국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이

‘민간 전문가 주도’로 운영되며, ▲연구 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행정적 규제’에 중점을 두고

연계된다면 정확한 문제 정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의 마련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위해 토론회를 기획하였다”라고 행사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어
"토론회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커다란 사회문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승규 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장(과기정통부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은 주제발표를
통해 ‘LA 공기질 관리시스템 혁신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의 미세먼지 문제맵’을 소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6월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22)'을 수립하
였으며 동 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구체적 전략 마련 등을 위해 2018년 11월 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를 ‘사회문
제과학기술정책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 센터장은 '미세먼지 문제맵 기반 문제해결 5대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과학기술과 사회정책 연결을 문제해결 방향으로 설정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2개
분야인 ▲미세먼지 정책 수립/평가체계의 과학기술적 근거 강화, ▲국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응
정책 강화 및 8개의 ‘과학기술+사회정책 연계’ 주제를 도출하여 커텍팅 토론을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의 구체화된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어 과학기술 분야(7인)와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6인)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정의
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커넥팅 토론을 진행했다. 1, 2부로 나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미세
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다양한
문제해결 시스템혁신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올 하반기에는 점검단과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찾아낸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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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장-KISTEP
정책현장 간담회 개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2019.7.17.

평가 전담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내방하였다.
이날 열린 ‘과학기술혁신본부장-KISTEP 정책현장 간담회’는 정책 현안 파악과 의견 수립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혁신본부 관계자 및 김상선 KISTEP 원장과

2019.9.2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과학기술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정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7월 17일(수) 국가 과학기술 정책기획·
포럼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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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공동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14개 과학기술계 주요기관 및 단체가 공동주관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가 9월 23일(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기관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KISTEP의 업무 현황과 현안에 대한 공유와 함께 과기정책 관련

본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

자율 토론이 진행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신용현 의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김성수 과학

이 자리에서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앞서 혁신본부라는 집이 멋지게 지어졌다면, 두 번째
본부장으로서 그간의 경험을 살려 세부적인 디자인을 하는 등 혁신본부의 색을 확실하게 드러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KISTEP의 역할이 중요하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선 KISTEP 원장은 “R&D 뿐만 아니라 규제, 조세, 인력 등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주는 것이 혁신본부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다. 그 역할을
해준다면 R&D를 넘어, 후단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혁신본부장, 김상선 KISTEP 원장 등 주관기관 및 단체장,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장, 국가
R&D 관련 산학연 패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발의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의 환영사와 노웅래 의원, 신용현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승복 서울대 교수,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의 발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혁신본부가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KISTEP 또한

산학연 전문가 패널토론은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의 주재로 ▲김연수 충남대

노력을 통해 보탬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교수,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원용 연세대 교수, ▲박근태 한국과학기자
협회 부회장,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 ▲윤경숙 과기부 과학
기술전략과장이 참여해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 추진 체제의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현재 중앙행정
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발의되었다. 동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다.
KISTEP은 국회 본회의 심의에 앞서 동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 22회의 권역별 입법토론
회 및 주체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회와 과기정통부, KISTEP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마련, 입법절차 지원 및 대응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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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

KISTEP 수요포럼

‘소셜 로봇의 미래, 시민에게 묻다’
2019.11.22.

KISTEP은 다양한 과학기술계 현안과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
포럼 및 행사

이하 KISTEP)은 11월 22일(금) 오후 2시,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2019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KISTEP 정기포럼

KISTEP 수요포럼을 신설하여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포럼은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구성되며, 2019년도에는 ‘혁신성장 ’, ‘남북협력’, ‘양자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기술’, ‘지역혁신’, ‘K-DARPA’, ‘규제샌드박스’ 등을 주제로 총 20회 개최됐다. 매회 발표자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을 바탕으로 도출한 ‘2019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에 대해 국민

참여자들은 각 주제에 따라 새로운 시각과 접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KISTEP은 앞으롤도 정기적인 KISTEP 수요포럼 개최를 통해 현재 직면한 이슈는 물론 다가올

과기정통부와 KISTEP은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미래사회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
하고 있다.
올해는 1인 가구, 고령층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2019년 KISTEP 수요포럼 개최 현황>

회차

일자

주제

98회

2월 13일

혁신성장의 길

99회

2월 27일

남북협력의 새로운 지평 - 4차 산업혁명의 시각에서

기대되는 ‘소셜 로봇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 소셜

로봇 기술: 로봇이 인지 능력과 사회적 교감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는 기술

100회

3월 13일

시작으로, ▲김재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간로봇상호작용연구실장의 ‘소셜 로봇 기술’에 대한

101회

3월 27일

발제와 ▲이재신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기술영향평가위원장)의 2019년

102회

4월 10일

토론회는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의 ‘기술영향평가 소개 및 추진 경과’에 대한 발표를

기술영향평가결과(안)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구성됐다.

103회

4월 24일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국내 소셜벤처 투자 생태계를 중심으로
인구절벽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 및 대응 방향 모색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과학문화의 역할

패널 토론에서는 기술영향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재신 중앙대 교수(좌장)와 ▲김재홍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실장,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우 호두랩스 대표, ▲최준식
고려대 교수, ▲변세준 시민포럼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이 밖에도 일반 시민이 토론에
참여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하여 ‘2019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보완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정태 MYSC 대표
최항섭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협력단 단장
정연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4회

5월 8일

105회

5월 22일

106회

6월 12일

기술혁신 옥죄는 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대외협력실장

107회

6월 26일

위기의 지역, 지역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108회

7월 17일

109회

8월 21일

110회

9월 4일

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양자기술이 그리는 미래 – 양자컴퓨팅의 현황과 이슈

연사

양자정보팀 팀장

현장에서 바라본 국가 R&D 혁신방안 : 연구제도

이승복 서울대 교수 /

혁신기획단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제도 혁신기획단 단장

미·중 기술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자동차 등장과 모빌리티 혁신
K-DARPA: DARPA의 혁신 DNA와 개방형 융합
연구의 접목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 소장

111회

9월 18일

과학기술 창업의 길: 스타트업하는 불효자들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112회

10월 2일

가속기를 활용한 R&D 성과 및 미래

고인수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

113회 10월 16일 바이오헬스 글로벌 강국으로 가는 길

김장성 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대한민국 반도체 재도약의 발판 지능형 반도체

권영수 ETRI 지능형반도체

– 기술과 당면과제

연구본부장

114회

11월 6일

115회

11월 20일

116회

12월 4일

신제품·신기술을 현실로, 혁신의 실험장! 규제샌드박스 이현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장

117회

12월 18일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극복, 무엇이 중요한가?

30년 위성개발사업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미래와 과제

강경인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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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NIS 정책 콜로키엄

제2회 NIS 정책 콜로키엄

R&D 정책 난제 : 국가R&D 투자 적정 규모

2019 키플랫폼 특별세션
– 과학기술 혁신의 내일을 만나다

2019.2.28.

2019.4.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2월 28일(목),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회 NIS
NIS 정책 콜로키엄

정책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R&D 20조 원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정부 R&D투자의 양적 성장 대비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온 점에 주목,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현재의 투자전략이 미래에도
유효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짚어보고 향후 전략과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개회사에서 김상선 KISTEP 원장은 “20조 원이라는 절대량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적정 규모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발전의 핵심동력인 과학
기술의 본질적 중요성과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한다”고 콜로키엄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주제발표는 (1) 정부 R&D 적정 규모의 실체와 해법(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 (2) 주력
산업의 위기 속 산업계가 원하는 국가 R&D의 방향(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으로 구성
되며 이후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은 첫 발제에서 R&D 적정 규모의 개념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2019년 정부 R&D 예산 20조 5,500억 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전략 설정방안과 미래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 공공
R&D의 폐쇄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함께 산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은 ▲문길주 UST 총장을 좌장으로, ▲김세종 아셈중소기업친환경
혁신센터 사무총장,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장, ▲나준호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욱 서울대 교수, ▲양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경만 과학
기술전략연구소 대표, ▲유명희 한국여성과총 회장, ▲이주영 연합뉴스 부장, ▲하태정 STEPI
부원장, ▲현병환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 등 총 10명의 패널과 발표자 2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4월 25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2019 키플랫폼의
NIS 정책 콜로키엄

‘과학기술 혁신의 내일을 만나다’ 특별세션에서 ‘미래기술과 규제’ 발제를 하였다. 또한 김 원장은
‘미래 유망기술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의 좌장을 맡았고, 같은 세션에서 KISTEP 이재훈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대한민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같은 세션에서 KISTEP 임현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분야 2019 10대
미래 유망기술’ 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어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유망기술’ 토론에 최문정 기술
예측센터장과 함께 패널로 참석하였다.
키플랫폼은 머니투데이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로, 국내외 석학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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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NIS 정책 콜로키엄

제4회 NIS 정책 콜로키엄

5G 시대, 데이터경제와 국가혁신체계의 역할

국방R&D 진단과 신성장동력 역할강화 공유

2019.6.27.

2019.8.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6월 27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에서
NIS 정책 콜로키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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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데이터 경제와 국가혁신체계의 역할’을 주제로 제3회 NIS 정책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국방R&D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국방R&D 추진체계의 혁신방안과 방위산업 활성화
NIS 정책 콜로키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본 행사는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가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혁신의 원동력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산업연구원(KIET, 원장 장지상)과 함께 8월

역할 함에 따라 5G 선도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재를 점검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에 발맞춘

7일(수) 오후 2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방R&D 진단과 신성장동력 역할 강화”를 주제로 ‘제4회

국가혁신체계 변화 모습을 데이터 경제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NIS 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자국 안보를 위한 최첨단 기술력

주제발표는 (1) 데이터 및 데이터 경제의 실태와 미래 전략(문영호 KISTI 전 부원장), (2) 데이터
경제와 기업활동 사례(김일수 위즈도메인 대표이사), (3) 데이터 경제 시대와 국가혁신체계의
새로운 역할(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전문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은 박성현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장(전 과학기술한림원장)을 좌장으로
강준모 정코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 박병수 NICE 평가정보 본부장, 엄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현병환 대전대 교수,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산스마트시티 MP가 패널로 참석하여
데이터 경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확보에 전력하고 있으며 이를 자국의 경제성장과 연계하는 전략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콜로키움은 혁신적 국방R&D 추진기반 강화 및 방위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제시하여 궁극적
으로 국방R&D의 투자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고자 기획
되었다.
주제발표는 (1)국방R&D 혁신을 위한 진단과 한국형 DARPA 구현방향(황지호 KISTEP 재정투자
분석본부장) (2)방위산업 혁신성장 전략(안영수 KIET 방위산업연구센터장)으로 구성되며 이후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함명래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김태곤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윤정식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실장(고정익C.E) ▲이진명 매일경제신문 기자
▲이춘주 국방대학교 교수 등 총 7명의 패널이 참석해 약 100분간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김상선 KISTEP 원장은 “주요국들이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국방력 확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콜로키움을 통해 NIS라는 큰
틀에서 국방R&D의 진단과 예산의 틀 등을 조망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국방 기술력 확보와
최근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장지상 KIET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방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주도에 따른 첨단기술 Test Bed와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산업으로 신산업 창출의 기반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최근
방위산업 거버넌스로 인해 매출, 수출,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 및 혁신성장 전략
수립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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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NIS 정책 콜로키엄

제6회 NIS 정책 콜로키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과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R&D 평가체제 방향은?
2019.8.29.

2019.9.27.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혁신방안은 무엇일까? 지역의 혁신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NIS 정책 콜로키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R&D 평가를 통해 혁신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을 높일 수
NIS 정책 콜로키엄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 원장 김병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R&D 평가체제 방향은?”을

한국기술혁신학회(회장 현병환)와 함께 8월 29일(목) 오후 3시, 부산 센텀사이언스파크 스카이

주제로 9월 27일(금) 양재동 엘타워 루비홀에서 ‘제6회 NIS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홀에서 ‘제5회 NIS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그간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한 분위기는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이끌어왔으나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이러한 평가제도가 향후 과학기술 환경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또한

행사는 지역 혁신성장 동력 창출 및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전제 조건과 추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콜로키움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질서 속에서 창의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하고자 기획되었다.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개발시스템의

주제발표는 (1)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과 과제(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

중요 요소인 R&D 평가체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 및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소장) (2)지역혁신성장의 전제조건과 추진방향(장재홍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김상선 KIST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3)과학기술과 지역산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의 사례와 시사점(김호 BISTEP 정책

요소라는 인식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어떻게 하면 혁신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연구본부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지원체제를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며, “이번 콜로키움이 R&D평가제도의 발전은

종합토론은 ▲서판길 한국뇌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성진 KISTEP 지역정책팀장, ▲양시영

물론 연구개발시스템의 혁신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교수, ▲원희연 부산대학교 교수, ▲이석희 경상북도 미래정책자문관, ▲이진규 前

주제발표는 (1)과학기술분야 정책평가 방법과 활용(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2)정부 R&D 평가

과학기술통신부 제1차관, ▲현병환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 ▲황혜란 대전세종발전연구원 선임

체제 진단과 혁신을 위한 제언(류영수 KISTEP 정책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위원 등 총 7명의 패널이 참석하여 지역혁신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길홍근 경제인문사회

이날 김상선 KISTEP 원장은 “지역혁신 정책이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연구회 사무총장, ▲박재민 건국대학교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오영균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콜로키움이

수원대학교 교수,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장,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

지역의 성장 잠재력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성장을 유인하는데 일조할

원장,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前 KISTI 원장) 등 총 7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심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있는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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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NIS 정책 콜로키엄

제8회 NIS 정책 콜로키엄

출연(연)의 미래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정부의 중소기업 R&D전략,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2019.10.29.

2019.11.4.

국가기술혁신체계(NIS) 핵심축의 하나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NIS 정책 콜로키엄

성과와 관련 정책을 되짚어보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출연(연) 정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정책의 전략성을
NIS 정책 콜로키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정부의 중소기업 R&D전략, 어떻게 설계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출연(연)의 미래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것인가?”를 주제로 11월 4일(월) 양재동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제8회 NIS정책 콜로키움’을

주제로 10월 29일(화) 양재동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제7회 NIS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개최했다.

출연(연)은 과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각도의 지원 정책을

왔으나 그간 임무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면서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혁신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콜로키움은 출연(연)이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완수하는데

성과를 지금보다 대폭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공존하고 있다. 이에 본 콜로키움은 중소기업의

필요한 근본 이슈와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논의하고자 기획

혁신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R&D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

되었다.

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R&D 정책을 모색하고자

주제발표는 (1)현장에서 바라본 정부출연연의 현재(최병철 기술혁신학회 운영위원장, ETRI 책임

기획되었다.

연구원), (2)정부출연연구원 주요이슈와 미래 정책설계를 위한 제언(손석호 KISTEP 정책위원)

주제발표는 (1)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이훈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본부장), (2)중소

으로 구성되며 이후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전략성 분석과 정책과제(안승구 KISTEP 정책위원)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연구원 부원장, ▲홍형득 강원대학교 교수,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호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선임기자, ▲김필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단장,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장,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박범수 한국

기술정책실장, ▲한성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장 등 총 7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전자통신연구원 센터장, ▲송용설 아모그린텍 대표, ▲안경애 디지털타임즈 과학바이오팀장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총 6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정부출연연이 다시 기술혁신의 주인공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애정과

이날 개회사에서 김상선 KISTEP 원장은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관심을 담은 고민이 절실하다”라며, “콜로키엄을 통해 출연(연)의 역할 찾기는 물론 국가혁신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체계가 가야 할 길을 조망하고 최근 한계에 도달한 국가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일조

“우리 정부도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본 콜로키엄이

하기를 바란다”라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중소기업 R&D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원체계를 혁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국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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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아시아혁신포럼
(Asian Innovation Forum) 개최

제11회 KISTEP·ISTIC 과학기술혁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최
2019.10.29.~11.1.

2019.10.3.~10.5.

아시아기술혁신학회(Asian Society for Innovation and Policy Conference) 및 한국과학기술
포럼 및 행사

기획평가원(KISTEP)이 공동 주관한 제5회 아시아혁신포럼이 필리핀국립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iman, Quezon City)에서 10월 3일~5일간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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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시스템과 노하우를
포럼 및 행사

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의 개도국과 공유하는 ‘과학외교의 장’을 마련했다.
KISTEP은 UNESCO 산하 개발도상국 과학기술협력지원 기관인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올해 9회를 맞이한 아시아기술혁신학회와 5회를 맞이한 아시아혁신포럼은 ASIP, KISTEP 및

(ISTIC)’와 공동으로 10월 29일(화)부터 11월 1일(금)까지 4일 간 ‘제11회 KISTEP-ISTIC 과학

필리핀국립대학교 세 기관간 협력을 통해 개최되었으며, 중소기업 기술과 혁신(Technology and

기술혁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서울에서 진행했다.

Innovation for SMEs)을 주제로 중소기업 기술 및 정책,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미래 생태계,
기술 경제 등을 포함한 총 14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희윤 원장, 이화여대 박영일 교수(前과기부 차관), 필리핀 통상산업부
Blesila A. Lantayona 차관, 과학기술부 Brenda Nazareth-Manzano 차관 등 국내외 과학기술
혁신 정책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국립대학교 Michael L. Tan 총장은 “4백만
필리핀인이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소재 개발을 통한 전통의상의 현대화,

올해로 제11회째를 맞이한 본 프로그램은 아시아(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프리카
(보츠와나 등) 및 중동(오만 등)의 총 10개국 과학기술 분야 정책결정자 13여명이 참가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국가R&D혁신방안과 과학기술기본계획, 기술예측,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평가 등 한국의 R&D 기획·조정·평가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관련 기관 시찰,
△그룹 토론 등으로 마련되었다.

제조 혁신을 통한 친환경·고효율 지프니(Jeepney) 등이 있다”며 “본 포럼에서 대학 차원의 연구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그동안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첫째, 과학기술 정책수립·기획·평가·

및 정부 차원의 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나가는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사례 소개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주기적 이해도를 높이고

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둘째, 전년도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참가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기술예측 부문의 방법론

2015년 KISTEP 주관으로 최초 개최된 아시아혁신포럼은 13개국 24개 기관이 회원인 아시아

교육과 워크샵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교육 효과와 만족도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혁신 싱크탱크 네트워크(Asian STI Think Tanks Network)를 중심으로 아시아 권역의

김상선 KISTEP 원장은 환영사에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역할 확대에 따라 과학기술을

혁신 전략, 정책 및 경험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왔다.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프로그램을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혁신포럼 홈페이지(www.asianinnovatio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와 이를 통한 발전 경험을 개도국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결정자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개도국이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고, 한국과의 지속적이고 튼튼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KISTEP-ISTIC 교육·훈련 프로그램 소개
ISTIC 회원국인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가의 고위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과학기술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개도국들의 취약한 국가과학기술 정책수립, 기획 및 평가, 관리 기법
등 전반적인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KISTEP에 ‘맞춤형 R&D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요청하면서 2009년부터
시작됐다.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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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과학기술협력 대표단 KISTEP 방원

1월 22일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대표단 KISTEP 방원

9월 26일

2019년도 KISTEP-포스텍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

8월 8일

중국 과기협회 소속 국가혁신전략학술원(NAIS) 방원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신용정보원 업무협약 체결

12월 19일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방원

9월 25일

나눔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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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과학기술분야 진로 멘토링

‘과학기술 미래직업’ 도서 배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식과 노하우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9년 9월 6일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하는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019년 8월 1일 경기북과학고등학교와 8월 7일 서울 서문여자고등학교, 10월

과학기술 미래직업을 소개하고자 '과학기술 미래직업' 책자를 기증했다.

16일 진천 서전고등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인 멘토링 및 진로탐색 TIP 제공을
실시하여,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의 직업, 직업준비 과정, 전문가의 삶 등에 대해 학생들과 질의
응답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

국립과천과학관

사랑의 연탄나눔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9년 11월 25일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음성
지부에 후원금 기탁을 통하여 충북 음성지역 소외계층에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천했다.

충북 진천 ‘평안의 집’ 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9년 9월 4일 나눔 활동 실천의 일환으로 충북 진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평안의 집에 필요물품을 전달했다. KISTEP은 2006년 5월 평안의 집과 자매

3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1

1회 경기북과학고등학교

2

2회 서울 서문여자고등학교

3

3회 충북 서전고등학교
평안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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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브리프

KISTEP 이슈페이퍼는 과학기술정책·제도, R&D

통계브리프는 과학기술투자, 인력, 성과 등 국내외

기획·평가 등 과학기술 관련 연구 및 정책 현장의

과학기술 정책이슈와 관련된 통계지표의 가공 및 분석을

최신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종합조정, 기획 및 정책수립에

대안 도출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통계지표자료입니다.

발간호

제목

저자 및 소속

2019-01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분야 2019년 10대 미래
유망기술 선정

임현 (KISTEP)

2019-02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이슈 발굴

안상진, 조아라, 최문정 (KISTEP)

2019-03

규제 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이재훈, 정희영(KISTEP)

2019-04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연구

진영현 (KISTEP)

2019-05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지원평가 혁신방향

허기영, 이나래, 김빛나(KISTEP),
박문수(한국뉴욕주립대)

2019-06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체계 제언

박석종 (KISTEP)

2017-07

빛의 속도로 계산하는 꿈의 컴퓨터, 양자컴퓨터

정지형, 최병철 (ETRI)

2019-08

우주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우주분야 정부 R&D전주기
시나리오

이재민, 문태석(KISTEP)

발간호

제목

제01호

2018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제02호

2017년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제03호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현황

제04호

2017년 신약개발 정부R&D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제05호

2017년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제06호

전국대학 연구활동 현황

제07호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인용 현황

제08호

2017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 현황 및 이슈 분석

제09호

2018년 한국기업의 혁신활동 현황

제10호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현황

2019-09 실감미디어 영상의 목적지, 디지털 홀로그램

박영준, 최병철 (ETRI)

제11호

2019년 세계혁신지수 분석

2019-10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연구산업 수요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최동혁(KISTEP)

제12호

2019년 유럽혁신지수 분석과 시사점

2019-11

해양 바이오 디지털 혁신생태계 구축전략

유거송 (KISTEP), 판철호(KIST),
안상중(KIMST)

제13호

2019 IMD 세계 경쟁력 분석

2019-12

국가 R&D평가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류영수(KISTEP)

제14호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2019-13

신입과학기술인력의 역량분석

유준우, 이정재(KISTEP)

제15호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인력 수급현황

2019-14

재외 한인과학기술인의 해외 유출입 인식 조사

이원홍, 이정재(KISTEP),
강현주(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16호

2019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쟁력 보고서

제17호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소기업 부문 집행현황

2019-15

정부 연구개발 실증지원 고도화방안

김선재, 이선명(KISTEP)

제18호

미국 정부의 FY 2020 R&D 예산요구안 분석

2019-16

정부의 중소기업 R&D전략,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안승구(KISTEP)

제19호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연) 집행 현황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최적비중과
개선방안

엄익천, 홍찬영(KISTEP),
황원식(산업연구원)

제20호

2018년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 활동 현황

2019-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주요 이슈분석 및 정책제언

손석호(KISTEP)

제21호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부처사업 집행현황

2019-19

디지털 환경에서 연구혁신 정책 데이터 현황과 이슈 논의

이윤빈(KISTEP)

제22호

2018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2019-20

우리나라 국방 R&D혁신을 위한 이슈진단과 개선방향

황지호(KISTEP)

제23호

2018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비교

2019-17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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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nI
발간호

코너명

주요 내용 및 저자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현황
2017년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R&D
Inside

정책전문지 KISTEP InI(Inside and Insight)는 국내외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규제 샌드박스,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과학기술정책 등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를 학문적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 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지원평가 혁신 방향

정책원고, 칼럼,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 성료
‘연구개발 예타 1년 성과와 발전’ 토론회 개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간호

코너명

주요 내용 및 저자

R&D
Insight

모빌리티 게돈(Mobility-Geddon) 시대를 맞이하며···
- 차두원 KISTEP 연구위원

R&D InI

28호
봄호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과학문화의 역할’ 제103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KISTEP
News

‘현장에서 바라본 국가 R&D 혁신방안’ 제105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정부 R&D 예산 20조 시대,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의의 및 주요 내용
- 김주원 KISTEP 연구위원, 김은정 KISTEP 연구위원, 김현오 KISTEP 연구원

2019년도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실시

2019 을지태극연습 실시

기술혁신 옥죄는 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제106회 수요포럼 개최

2019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 임현 KISTEP 선임연구위원

R&D
Infographic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R&D Insight

5G 시대, 데이터 경제와 국가 기술혁신체계의 방향 및 과제
- 이장재 KISTEP 선임연구위원

2018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과 결과
- 안지혜 KISTEP 부연구위원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계획의 주요 내용
- 김주호 KISTEP 연구위원, 이인혜 KISTEP 연구원, 유영상 KISTEP 연구원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R&D InI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추진단 현판식 진행

‘혁신성장의 길’ 제98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다부처 협력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체계 제언

R&D 투자의 적정 규모, 그 실체와 해법은? 제1회 NIS정책 콜로키엄 개최

우주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우주 분야 정부R&D 전주기 시나리오
R&D
Inside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국가 R&D 혁신을 위한 토론회(영남권) 성료
‘남북협력의 새로운 지평’ 제99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제100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R&D
Insight

29호
여름호

R&D InI

2019 IMD 세계경쟁력 분석
‘KISTEP 사회문제 커넥팅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
2019년도 ‘제3차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제언
- 변순천 KISTEP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혁신본부장·KISTEP 정책현장 간담회’ 개최
KISTEP
News

미·중 기술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제108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KISTEP·KIET ‘제4회 NIS정책 콜로키엄’ 개최
2019년도 ‘KISTEP-포스텍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 가져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 개선 주요 내용과 정책 과제
- 허기영 KISTEP 연구위원, 김현민 KISTEP 연구위원, 김빛나 KISTEP 연구원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 유지은 KISTEP 연구원, 이재훈 KISTEP 연구위원/변호사

2019년 세계혁신지수(GII) 분석
2019년 유럽혁신지수 분석과 시사점

30호
가을호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9~2023) 주요 내용
- 김인자

KISTEP 부연구위원, 이정재 KISTEP 선임연구위원, 권지혜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책임PM

한국 사회의 미세먼지 문제맵과 시스템 혁신 방향 제언
- 이승규 KISTEP 연구위원, 문형빈 KISTEP 부연구위원
원전해체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 여준석 KISTEP 부연구위원

KISTEP 개원 20주년 기념식 개최

R&D
Infographic

‘양자(量子)기술이 그리는 미래’ 제104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 개최

2019년도 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 성료

KISTEP
News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 개선 설명회’ 성료

2019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
- 한웅용 KISTEP 연구위원, 이주희 KISTEP 부연구위원, 김유신 KISTEP 전문관리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 안지현 KISTEP 부연구위원
R&D
Inside

‘인구절벽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 및 대응 방향 모색’ 제102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29호
여름호

미래자동차 등장과 모빌리티 혁신 ‘제109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지역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과제 ‘제5회 NIS정책 콜로키엄’ 성료
한국형 DARPA의 추진방향 모색 ‘제110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R&D
Infographic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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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Research Policy(ARP)
발간호

코너명
R&D
Insight

주요 내용 및 저자
R&D 투자 확대로 소·부·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기반을 만들자
- 이길우 KISTEP 선임연구위원
미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 심우현 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길수 KISTEP 부연구위원

R&D InI

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 김남희 KISTEP 책임전문관리원, 조현정 KISTEP 연구위원, 황지언 KISTEP 연구원
중소기업 R&D 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소기업 R&D 인력 실태 및 정책 과제
- 안승구 KISTEP 정책위원, 나영식 KISTEP 연구원

정책전문지 ARP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중심국의
과학기술정책·방법론 연구, R&D 투자 및 평가 관련 현황과
이슈를 수록하며 연 2차례 발간되는 영문 저널입니다.
www.arpjournal.org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연구산업 수요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해양바이오 디지털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국가 R&D 평가체제 혁신을 위한 제언
R&D
Inside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역량 분석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쟁력 보고서 – 과학기술 관련 부문 중심으로
2018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소기업 부문 집행 현황

31호
겨울호

미국 정부의 FY 2020 R&D 예산요구안 분석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 성료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대표단 KISTEP 방원
제6회 NIS정책 콜로키엄 개최
제112회 수요포럼 개최
제5회 아시아혁신포럼(Asian Innovation Forum) 개최
KISTEP
News

제113회 수요포럼 개최
제11회 KISTEP-ISTIC 과학기술혁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최
제7회 NIS정책 콜로키엄 성료
제8회 NIS정책 콜로키엄 개최
제114회 수요포럼 개최
제115회 수요포럼 개최
2019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개최

R&D
Infographic

대한민국의 한계를 넘어온 힘! R&D 성과 제대로 보기

<2019년 ARP Vol.10 Issue 1 목차>
Articles
[Special Article] •The Evalu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apacity 2018
By Jihye Ahn
[Special Article] •Regulatory Sandbox, Korea’s New Regulation Paradigm
By JaeHoon Lee, Hee Yeong Chung
[Special Article] •Strategy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ew Models in Korea’s
Biomedical Industry
By Han-hae Kim, Sung-han Nam
[Special Article] •Korea Future Issues 2019 – Exploration of Changing External Environment
By Sang-Jin Ahn, Ara Cho, Moonjung Choi
•Innovation System of Solar Photovoltaics in Thailand
By Ranaporn Tantiwechwuttikul, Masaru Yarime, Kohzo Ito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Strategy and Implications of Digital Healthcare Industry Based on Convergence of ICT & Biohealth
Technology
By Tae-Eon Koo
•Current Trends and Development Plans of Genome Sequencing in Korea
By Ilyoung Jung
<2019년 ARP Vol.10 Issue 2 목차>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R&D Enhancement Strateg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in Korea
By Mun Su Park, Jungje Yoo
•Regulatory Sandboxes and Regulation Innovation for SMEs in Taiwan
By Yong-Hyun Cho
•SME Innovation and Policy in Indonesia
By Donard Games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SMEs) Ecosystem and Government Measures to Promote
MSME Innovation in Indonesia
By Rofikoh Rokhim, Melia Retno Astrini
•Firm Size, R&D and Innovation: Evidence from India
By Radeef Chundakkadan, Subash Sasidharan
•Industry 4.0 Innovations for Indian SMEs in Real Estate Sector
By Nomita Sharma
•Moving to the Cloud: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erspective
By Ma. Rowena R. Caguiat, Merlin Suarez
•Innovative Business Models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Philippines
By Raymund B. Habaradas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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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브리프

정책전문지 R&D and Beyond는 KISTEP의 주요 업무

기술동향브리프는 정부 R&D 투자방향’에 제시되는

성과와 활동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유관 기관들과의

10대 기술 분야 및 주요국 R&D 정책·예산 현황을 주제로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R&D 통계,

발굴하여 국내·외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주요 정책 이슈와 동향 분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R&D and Beyond 목차>

발간호

제목

제01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인공지능(반도체)

제02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입자가속기술

제03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동향

제04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원전해체

제05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농업용 드론

제06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UHD 방송

제07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물관리 기술

제08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기술사업화 정책 동향

제09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의료서비스 로봇

•10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Materials to Strengthen the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 2019
•The 2017 Status of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in Korea
•Regulatory Sandbox, Korea’s New Regulation Paradigm
•A Suggestion for the Introduction of a Loan-type Government R&D Program for
Private R&Ds
•A Suggestion on Budget Allocation for Revitalizing Multiministerial R&D Programs
•Key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e 2019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제10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기상재해 영향예보

제11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면역항암제

제12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지진 조기경보

제13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알츠하이머 진단·치료 기술

제14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지하공간 개발동향

•KISTEP Celebrates Its 20th Anniversary
•What would be the Optional Scale for R&D Investment, Its Nature and Solutions?
KISTEP held the 1st NIS Policy Colloquium
•The 100th KISTEP Wednesday Forum
•KISTEP held a Forum on ‘The 2 Years of Moon Jae-In Government S&T Policies’
•The 104th KISTEP Wednesday Forum
•The Policy On-site Meeting with Vice Minister for Science, Technlogy and
Innovation Office
•The 108th KISTEP Wednesday Forum
•The 5th NIS Policy Colloquium
•KISTEP held the 5th Asian Innovation Forum
•KISTEP held the 11st ‘KISTEP-ISTIC S&T Innovation Training Program for High
Level Policy-makers’

제15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실험동물 공유·활용

제16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자율주행기술

제17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3D프린팅 기반 의료·바이오 기술

제18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5G 통신망 기술

제19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범용양자컴퓨터

코너명

주요 내용

R&D
Insight

•The Outcomes of S&T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Expansion of R&D Investment for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and
Sustainable Growth of National Economy

R&D InI

•Mid-to Long-term R&D Investment Strategy for the Government R&D Budget of 20
Trillion KRW
•The 4th Basic Plan for Fostering and Supporting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An Integrated R&D Project Support System to Create a Researcher-centered
Environment
•A Proactive Roadmap for Regulatory Innovation to Promote Future and Emerging
Industries: Focusing on Drone Industry
•Measures to Overcome the Shortage of R&D Resources in SMEs – The Status of
R&D Resources in SMEs and Policy Tasks

R&D
Inside

KISTEP
News

R&D
•Innovative Growth by Mid-to Long-term Investment Strategies on Government R&D
Infographic •A Comparison of R&D Investment Status between Korea and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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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추진전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전신은 1987년 1월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enter for S&T Policy; CSTP)다. CSTP는 1993년 5월 과학기술정책

비전

관리연구소 (STEPI)로 개편되었고, 정부는 1999년 2월 STEPI의 정책연구기능과 연구관리·평가

Vision

미래 혁신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기능을 분리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現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했다.
이는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KISTEP은 2001년 7월 과학기술정책기획 및 기술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
평가원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확대·개편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설립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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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함
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기여

미션
Mission

과학기술 기획·평가역량의
전문성 강화로 r&D투자
효과성 제고

1987년

1월

•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설립

1993년

5월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

1999년

2월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설립
•장문호 제1대 원장 취임

추진전략

•KISTEP 구성원 100명 돌파

Strategy

2000년
2001년

7월

+

정책 지원연구 강화와
미래이슈·규제 등 선제발굴을
통해 혁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확대 개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 기능 강화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실행 활성화

•최수현 제2대 원장 취임
2004년

7월

•유희열 제3대 원장 취임

2005년

2월

•국가과학기술 전략기획·조정·평가 전문기관으로 기능 재정립

정책의 현장착근을
위한 가교 역할과
소통 확대

Think-Tank 도약을
위한 전략 연구 및
기획 강화

- 한국과학재단으로 연구관리 사업 및 인력 이관
- 과학기술혁신본부 전담지원 및 정책기능 강화

2007년

3월

•조영화 제4대 원장 취임

11월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설립

2008년

8월

•이준승 제5대 원장 취임

2009년

1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창립 10년

2011년

3월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담 지원 및 기능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소관 변경
- 한국연구재단으로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이관

2011년

8월

•이준승 제6대 원장 취임(연임)

2013년

3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변경

2013년

10월

•박영아 제7대 원장 취임

2014년

1월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STEP으로 소관 변경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2월

•KISTEP 창립 15년

2016년

7월

•임무중심형 기관종합평가 ‘우수등급’ 획득

2017년

4월

•임기철 제8대 원장 취임

2018년

8월

•김상선 제9대 원장 취임

2019년

2월

•KISTEP 창립 20주년

2020년

2월

•충북혁신도시 내 신사옥 개청식

핵심정책과제
Core policy tasks

과학기술 혁신정책
지원 think-tank

1

국가 R&D 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기획
Think-Tank 역할 강화

전략적 투자 지원
체계화

2

R&D 예산 20조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예산 배분·조정
지원 체계 확립

신뢰 기반 평가
체계 실현
연구 몰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뢰 기반
평가체계 실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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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정책 싱크탱크로서

●●

국가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성과

대응방안 모색

확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 과학기술예측조사: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전망하여 과학기술정책에 반영(5년 주기)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전반에 걸쳐 폭 넓고 깊이 있는 연구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2
3 4

국가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 지원

--기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미래유망기술 발굴
●●

로드맵 수립 지원
--사회문제 등 범부처 미래사회 이슈의 선제적 발굴과 심층 분석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전략
수립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정책기획본부 사회혁신정책센터가 사회문제 해결 정책 수립·추진을 전담 지원하는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
센터’로 지정되어 운영 중
●●

국가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 지원

기술수준평가, 기술영향평가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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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분류체계 수립
* 기술수준평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상대적 기술 수준을 파악(2년 주기)
*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매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5년 주기)

●●

과학기술정책 기획 연구
--매 5년마다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창의인재육성방안 등 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

●●

1

국가과학기술 전략 수립 지원
--국가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중점과학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KISTEP
4대 주요 임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미래전망 및 과학기술 예측
--미래사회 변화 전망 및 과학기술 발전 추세 분석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을 예측하고 국가적

과학기술정책 조정
--범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분석 및 특정 분야 심층분석 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협의회 등 운영 지원 및 정책현안
과제 발굴

●●

KISTEP은 사회 발전상과 주요 미래 트렌드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변화를 예측하고(과학기술
예측조사) 이를 기반으로 국가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하며, 기술수준평가, 기술영향평가, 국가과학

--다부처 협력 공동기획사업 발굴 지원

기술표준분류체계, 유망기술 선정 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기술기반 혁신기업 육성 관련 정책 연구

위한 국가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며 동시에 관련 제도 등을 기획·운영·개선합니다.
※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및 이공계지원특별법 제5조 등

혁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지원
--혁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의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기획 및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의 기획, 운영 및 개선 방안 마련

KISTE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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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
분석·평가

214

KISTEP은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현황과 산출된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며 주요성과를 발굴해 그에 대한 효과적인
확산 방안을 마련합니다.
※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활동조사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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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배분·
조정 지원

KISTEP은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예산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며, 정부연구
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별·기술별 세부투자전략을 수립
합니다.
※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

--전년도 정부가 투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 포함)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 지원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국내외 R&D 동향 분석 및 주요 기술·정책
분야 투자전략 연구

--OECD 매뉴얼에 따라 민간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 실시

--정책·기술·현안 이슈 등에 따른 차년도 정부 투자방향 및 예산배분·조정의 기준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상위평가 및 출연(연)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성과평가매뉴얼, 표준성과지표 등을 개발·보급
--국가평가체계(NES) 고도화를 위한 성과평가 모형 등 성과평가방법론을 연구

●●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정책적 중점추진분야와 기술분야별 현안이슈를
반영한 차년도 예산배분·조정(안) 마련
--국가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별 투자·성과 간 연관 분석 및 주요 쟁점별 투자영향분석

●●

국가 R&D 성과 확산 및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발굴·선정 및 홍보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등 주요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활용실태 조사 및 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점검을 수행
--국가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등 지식재산 전략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차년도 중점투자방향 수립
등 지식재산 전략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 COmposite S&T Innovation Index)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

실시

KISTE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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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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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
(’20년도 3월 기준)

KISTEP은 대형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정부투자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며, 동시에

조직

5본부 1부 1연구소 2단 19센터 5실 7팀, 1부설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와 관련 방법론 연구 등도 수행합니다.
※ 추진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과학기술기본법 등
감사부
- 청렴추진팀
●●

감사(비상임)

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실무 추진단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개발의 필요성, 국고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
- 사업지원팀

혁신전략연구소

부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혁신네트워크실

부원장

지원의 적합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관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표준화기획센터
- NTIS팀

사업으로서의 적합 여부 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기반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지침 제·개정
--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및 기반연구

정책기획본부

사업조정본부

평가분석본부

재정투자분석본부

경영기획본부

과학기술정책센터

사업조정전략센터

R&D평가센터

예비타당성조사1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성장정책센터

투자기획조정센터

혁신정보분석센터

예비타당성조사2센터

인재경영실

사회혁신정책센터

생명기초사업센터

제도혁신센터
- 기관평가팀

R&D예산정책센터

재정관리실

--R&D예타 진행 상황, 정책·연구자료 및 기획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 ‘R&D
예타로(www.rndyeta.kr)’ 구축·운영 지원

- 지역정책팀

성장동력사업센터
인재정책센터

인프라운영실
- 시설운영팀
- 정보관리팀

성과확산센터
거대공공사업센터

기술예측센터
국제협력정책센터

(단위 : 명, %)

인원현황
임원

연구직

1(0.3)

206(69.6)

전문관리직 무기계약직

공무직

기타

13(4.4)

3(1)

총

직종별
17(5.7)

56(18.9)

박사

석사

학사이하

152(51.4)

94(31.8)

50(16.9)

행정/경영/경제

이학/공학

인문사회/기타

129(43.6)

122(41.2)

45(15.2)

학위별

전공별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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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협력기관

국내
협력기관

기관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스텍
중소기업청
[다자간 업무협약]
46개 정부 산하 연구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 9개 정책금융기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주요 협력 내용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혁신 지원 정책 수립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연구협력 및 상호교류
중국
China

•중소·중견기업 R&D(연구·개발) 투자 전략성 강화 및 성과 확산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

쿠웨이트
Kuwait

일본
Japan
대만
Taiwan

말레이시아
Malaysia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간 네트워크 활성화
•연구, 학술 등 공정무역 업무협력을 위한 행정지원
•공정무역제품 사용, 공정무역 홍보활동과 향후 캠페인협력
•과학기술분야 젠더이슈 연구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정책, R&D분야 성별영향분석 등 공통 관심
분야 연구
•우수성과 발굴·성과확산, 과학기술 통계
•NRF의 KCI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지표 개발·제도 개선
•정책기획 과제 공동연구·자문 등 공통 관심분야 협력

국외
협력기관

총 8개국 12개 기관 (’20년 1월 기준)
국가
Brazil (1)

•과학기술분야 신직업 발굴 등 공동 연구 또는 학술회의 추진
•여성 과학기술 인재육성과 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 연구
수행

•연구 주제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 주제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정책 개발 및 전문적 조사연구 수행

대구과학대학교

•연구 주제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및 훈련, 연구협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성균관대학교
한국신용정보원

•혁신성장 정책지원

The São Paulo Research Foundation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State 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Japan (2)

Japan Science & Technology Agency-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y

Kuwait (1)

Kuwait Institute for Scientific Research
Malaysian Industry-Government Group for High Technology

Malaysia (2)

taiwan (1)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혁신지원체계 수립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학술연구와 인재양성

기관명

The Institutes of Science and Development,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2)

•과학기술 정책 전문인력 양성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연구원

브라질
Brazil

인도네시아
Indonesia

Indonesia (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국
USA

University of Malaya
Science & Technology Policy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 National
Applied Research Laboratories
Georgia Tech Research Corporation

USA (2)

Korean American Bio Industr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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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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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학기술예측 및 전략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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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동력
육성·전략 기획
및 다부처공동
연구 기획

●●

※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에서 선정된 신규분야(5개 내외) Action Plan 수립

--신규분야의 기술·산업 특성 분석을 통해 유형별 전략을 수립하고 신규 분야 로드맵
작성
●●

전략적 예측
조사를 통한
미래사회 대응
능력 강화

●●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 세부계획 수립

13대 혁신성장동력정책 중간점검 및 정책 추진과제 발굴
※ 지난 3년(’18∼’20)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남은 2년(’21∼’22)의 중점추진과제 도출 등 재정비


과학기술예측조사
1차년도 연구 추진을 통해 향후 25년간의 미래 이슈 발굴
및 이에 대응한 미래기술 후보군 도출

--13대 분야의 정책영역별* 추진실적 점검 및 민간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주요 성과,
만족도 조사 및 정책수요 발굴

--주요 이슈별로 다양한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기술 및 사회·

* 연구개발, 실증/사업화, 규제, 세제/금융,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경제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기술 후보군 도출

--13대 분야별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중점추진과제 도출
●●

※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집중 정책영역 설정 및 분야 재조정 등에 활용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신
정책에 반영
--대중 친화적인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기술영향평가 제도, 평가 과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접근성 및 소통 강화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고도화’ 실행
--기획단계를 3단계(주제발굴→사전기획→공동기획)에서 2단계(주제발굴→공동기획)로
축소하여 행정 간소화 및 기획 충실성 제고

●●

●●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중점과학기술(120개)을 대상으로
제
주요국(미국, EU, 중국, 일본) 대비 국내 기술수준을 평가
스마트 혁신 시대의 미래전망 및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Ⅱ) 추진
--’19년 발굴·분석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미래사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정책
로드맵 마련

●●

 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디
연구(Ⅱ) 추진
--’19년 사전연구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시나리오 방법론을 적용한 국제 공동 예측연구
추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차기 개정(’22 예정)을 위한 개선안 마련
--과학기술 발전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소분류 개정수요 조사·평가 및 임시분류에 대한
근거/영향 모니터링 수행
* ’19년 적합성평가를 완료하고 임시분류로 설정된 중분류를 중심으로 근거/영향 모니터링

--상위 연구개발정책 실현을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주제의 적시지원 트랙 신설
(기획부터 예산반영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 2년→1년)
--다부처공동사업 컨설팅 제공 및 실태조사 강화,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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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기획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의 주요 추진과제 이행
지원
※ KISTEP은 과기정통부 지정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로 운영 중(’18.11∼)

--범정부 협력체계 운영,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범정부 대응전략 마련
--참여·개방형 사회문제해결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및 국가사회문제은행 고도화 등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정보 공유 및 성과 확산

국가기술혁신
체계(NIS)
고도화 분석·
전략 연구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내 대국민서비스 제공 개시(’20년 2월)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NIS 2.0)를 위한 실태진단과 대안 도출

--지역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 지원

--혁신성장 성과창출과 점검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 국제비교 및 방향 정립과 개방형

※ 지자체 주도 지역 사회문제해결 기획연구 관리·지원, 리빙랩 정보 공유 등

국가기술혁신체계 모형(안) 도출과 실행방안 제시
●●

●●

 업·대학·출연연 등 국가기술혁신체계의 혁신주체별 역할과 생태계 조성방안
기
수립 연구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정책 수립 역량 강화
※ 과학기술·사회혁신역량 수준 분석, 사회문제해결형 R&D 개념 정의의 실효성 강화 등

※ [R&D투자] R&D투자의 효율성 진단과 재정준칙 수립방안 / [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방안 / [학] 혁신의 플랫폼으로서 대학R&D 현황 진단과 처방 / [연] 정부출연(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

 가기술혁신체계의 이슈 제언과 국가기술혁신체계 2.0 구축을 위한 전문가
국
와 일반 국민 참여 정책 콜로키움 운영
※ KISTEP 이슈페이퍼 (’19년) 20편 → (’20년) 22편 발간과 NIS 정책 콜로키움 8～10회 개최

지역과학기술
혁신 및 과학
기술인재 정책
기획

●●

지방과학기술 예산 및 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지원
--중앙-지자체-혁신기관 간 소통 강화를 지원하고, 중앙-지역 통합과학기술정보체계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지원

●●

과학벨트 마스터플랜 등 혁신클러스터 정책 수립 연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 ’21년 종료됨에 따라 차기 기본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과학기술혁신
정책 총괄
기획·조정 지원

●●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19년도 추진실적 및 ’20년도 시행계획
수립

●●

--’19년도 중점관리 과제* 심층검토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

 4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21~’25) 기획 연구 추진 및 과기인재 통계, 정책
제
정보시스템 등의 과기인재정책 기반 고도화

* R&D 인력양성사업 구조 체계화, 지역 주도적 지역R&D 체계 개편 등

●●

「 국가R&D 혁신방안」 ’20년도 이행점검 지원 및 「공공연구기관 R&D혁신방안」
후속 실행계획 수립 지원
* 부처별 소관 공공연구기관 현황 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 등

●●

 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제 발굴 경로의 다양화 및 안건의
과
실효성 확보* 지원 강화
* 협의·조정 결과의 예타·예산 적극 반영, 주기적 이행실적 점검 등

과학기술 규제
및 국가 R&D
제도 개선

●●

--(가칭)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연구 및 입법 지원
●●

●●

「혁신도전 프로젝트」추진체계 및 추진단 설치·구성·운영 지원
*총
 괄 PM 선정,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5개 연구테마의 혁신도전 프로젝트 기획, 차년도
연구테마 발굴, 혁신도전 프로젝트 운영 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R&D 규제·제도 개선 지원
--과기분야 현장규제 점검단 운영·지원 및 분석 결과 자문회의 안건 상정 추진(’20.04)

 부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역량평가 실시 및 평가모니터링·
범
분석을 통한 평가 지표 개선
* ’20년도 평가대상: 출연(연), 대학 등 약 260여개 기관
※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 「해양과기원법」에 따른 연구
기관 등 42개 기관 및 대학, 그 외 비영리기관 중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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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및
예산 배분·조정 지원
정부R&D 예산
배분·조정 지원

●●

’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마련 지원
--대내외 환경변화와 국내·외 R&D 투자동향, 기술·정책별 중장기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기본방향, 중점투자 방향 등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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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성과확산
국가 R&D평가
정책 연구 및
성과평가 수행

’21년도 정부R&D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

* 연구자 중심·과정존중 평가, 정책단위 평가 방안 도출, 성과분석 방법 연구 등

●●

--정부R&D사업 예산요구서 및 기술·정책분야별 이슈 검토 등 과기혁신본부 예산심의

●●

 부 R&D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정책 분야별 효율화 이슈
정
및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부처협력사업 투자효율화 방안, 바이오헬스 핵심 R&D투자전략 수립, 농림수산·식품
R&D 투자전략 제시, 국방 R&D 투자포토폴리오 효율화 등

●●

 가R&D사업 기술성 평가, 중간평가, 특정(심층) 평가, 과기계 출연(연) 상위
국
평가 등 국가R&D 전주기 성과평가 수행
* 성과계획서 점검 등 부처의 성과관리·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업무 병행

지원

기술·정책
분야별 정부R&D
투자 효율화
방안 마련

 가R&D 성과평가 기본계획, 평가지침 수립 등 성과평가 기획 및 평가제도
국
개선 연구*

국가 S&T 통계
생성-활용-확산
전주기 체계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내외 주요 과학기술 통계의 생성 및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연구개발활동조사,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과학기술경쟁력 분석

●●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 실현을 위한 방법론*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연구혁신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조화와 분석모델 연구 추진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분야 정부 R&D 투자 계획 수립
●●

과학기술 정보의 활용·확산을 지원하는 정보서비스 구축과 고도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 현행화, 연구혁신정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계서비스 개발 등

정부 R&D사업
예산배분·조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연구

●●

미래사회 대응 기술혁신 아젠다 발굴을 통한 R&D투자전략 연구
--정부R&D 예산 배분·조정 전략에 연계·활용이 가능한 R&D 투자관련 기반 연구 추진
--기술 분야별 국내외 산업·정책·투자 동향을 분석한 기술동향브리프 발간

●●

데이터 기반 예산배분·조정 지원체계 구축
--정부R&D의 체계적·과학적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근거 기반 재난·

국가 R&D
성과 활용·확산
체계 고도화

●●

 가 R&D성과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유통·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국
수립 연구와 성과 활용 실태 조사

●●

국가 R&D 우수성과 100선 선정 및 홍보활동 수행

●●

국가 R&D IP전략 수립 관련 정책 연구*

안전 R&D 투자를 위한 정보포털 구축

* 국가지식재산 법정안건 수립, IP-R&D 강화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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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편성 지원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추진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 역할 수행
--’18.4월 예비타당성조사가 과기정통부로 위탁 운용된 이후, 조사기간 단축(1년 이상
→6개월), 과학기술성 중심의 조사 수행, 예타 교육 강화(연2회→4회), 정보공개 플랫폼
(예타로) 마련 등 개선된 제도의 착근을 적극 뒷받침
※ (조사현황) ’18년 4월 이후, 총 53건의 예타조사(시행 26건, 미시행 27건) 및 7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예타 면제 대상) 완료, ’20년

2월 현재 15건의 예타조사 진행 중

R&D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정부R&D 예산
편성 지원 및
중기계획 수립
연구

●●

 롭게 적용되는 예타 제도개선 방안(’19.12월)의 안정적 조기착근을 지원하기
새
위한 분석방법론 고도화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될 수 있는 세부 평가항목별 분석방법론 연구
 신·도전형 R&D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경제적 타당성 부문의 예비
--혁
타당성조사 방법론 연구

●●

 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고객의 니즈 청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예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조사체계 개선 연구 지속

●●

 &D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론 유연화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혁신
R
본부와 지속 협의·추진

●●

정부R&D예산 총량 및 편성방향 설정 지원
--재정투자 성과 및 정책 여건분석을 통한 중점투자 방향설정
--소부장, Big3 및 혁신성장 분야 지원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기반 확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사업비관리 시범실시
--시범실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검토·관리
--총사업비관리를 위한 지침 및 매뉴얼 개발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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