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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개방적인 연구성과 활용 생태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치 극대화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구성과 관리체계 마련
- 개방･협력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정형 성과의 의미, 효율적인 파악, 수집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관리 체계 고도화
○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 국가연구데이터센터 DataON을 통해 연구데이터를 수집･개방하고, 분야별 데이터 바이오, 소재 등 전문센
터와 연계, 데이터 활용 활성화
○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자-연구성과 정보를 연계한 직･간접적인 성과정보를 종합하여
관리･활용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 기본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대내외 실정을 반영한 중점 추진과제 도출과 기본계획과 더불어 혁신성장
과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주요 유관 정책,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기본방향 정립을 통
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우수성과 100선 우수사례 추적조사】
○ 우수성과 100선으로 선정된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성과(’20년 기준 ’06～’10년 선정된 우수성과 총
500건) 중 국민경제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게 발생한 성과 조사
- 미국의 투자수익 이니셔티브, 일본의 수요지향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중국의 과학기술 성과
이전 가속화 정책, 영국의 연구･혁신 성과를 추적･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웍(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등 주요 해외 사례 조사

【R&D의 경제·사회적 파급력 분석】
○ R&D성과가 산업, 경제성장, 인력 등 사회·경제적 분야 전반으로 어떠한 성과를 미치는지 관련 연구결과
및 통계, 분석자료 등을 종합한 영향력·파급력 분석결과 도출

【성과평가포럼 운영】
○ 평가 및 성과관리 전문가, 평가수요처, 피 평가자,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 발굴된 이슈 중 현장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현장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평가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한 글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국가연구
개발사업 우수성과

영 어

R&D Performance Management Master Plan, R&D Performance Management
Execution Plan, Excellent national R&D performance

색 인 어

국문 요약문
1.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
평가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 (법 제12조①)에 따라 연구성
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함 (동 법 제1조)
※ 동 기본계획은 창출된 성과의 관리 활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성과 창출을 위한
R&D사업 기획 평가, 기술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를 일부 포함

연구내용
□ 제 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유･
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대상으로“제 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
계획(2021~2025) (안)” 수립
□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마련: 논문, 특허 등 과학 기술적 성과와 함께, 경제
적, 사회･문화적 성과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결과를 사업관리 및 정책 결정에 환류
-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시장 수요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
해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 실시, 상용화·실용화 사업은 수요기업이 참여,
주도하는 추진방식 확대
-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연구성과 관리･활용 주체 별 역량
강화(전담기관은 맞춤성과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성과 큐레이터 기관으로 역량 강
화 지원, 연구기관은 성과관리･활용 인센티브 마련 등)

2.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연구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는 5년마다 연구성과 관리·활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을 정하는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 수립
□ 매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인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연구내용
□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19년 추진실적과’20년 정책 추
진방향 설정 등 각 부·처·청의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 2019년도 추진실적 분석 및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
○ 중점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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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성과 100선 우수사례 추적조사
연구목적
□ 과거에 선정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성과’가 현재 어떻게 활용․확
산되고 있는지 심층 조사․분석
○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R&D 투자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 대표성
과 활용․확산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홍보

연구내용
□ (조사) 우수성과 선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과제(400건) 중 대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30건)를 심층조사하고 집중홍보(10건) 대상 선별 (’20.03~09)
□ (홍보) 추적조사 전반 및 집중홍보 대상 10건에 대한 홍보추진(‘20.11월 이후~)
※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사례집 배포, 유명 크리에이터 영상 상영, 카드뉴스 시리즈물
기획 등 추진

4. R&D의 경제·사회적 파급력 분석
연구목적
□ 적절한 R&D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한 R&D 투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R&D 투자의 재조정 또는 R&D 성과의 대국민 홍보

연구내용
□ R&D성과가 산업, 경제성장, 인력 등 사회·경제적 분야 전반으로 어떠한 성과
를 미치는지 관련 연구결과 및 통계, 분석자료 등을 종합한 영향력·파급력 분
석결과 도출

5. 성과평가포럼 운영
연구목적
□ 평가 및 성과관리 전문가, 평가수요처, 피 평가자,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 발굴된 이슈 중 현장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현장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평가정책의 실효성 제고

연구내용
□ 과학기술과 R&D가 국민생활과 단절되어 있다는 국민의 인식 해소와 코로나19
대응 등 국민 삶에 직결된 과학기술의 방향성 논의 필요
○ 과학기술의 영향과 주요 과학기술 정책 등 논의를 위한 「내 삶을 바꾸는 과학기
술 정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혁신본부 주도의 국민 소통·홍보 채널을 마련

연구개발성과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1~2025) (안) 국과심 안건 상정(’20.1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 정부 R&D 연구성과의 개방적인 활용 생태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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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극대화

(기대효과)
핵심어
(5개 이내)

○ 성과평가포럼을 통해 발굴된 이슈 및 대안은 제4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제4차 성
과관리기본계획 등 성과평가 및 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
연구성과

성과관리･활용

연구성과
관리･유통

역량 강화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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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제1장 개요
제2장 그간의 성과 및 국내외 동향 분석
제3장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제1부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제1장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향후 5년 간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방향과 방법, 성과정보 활용 체계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
하여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추진
○ 기본계획은 연구성과 관리 평가 확산 및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영역의 관리 활용 기본방
향, 제도개선, DB의 종합적 관리 등을 포함

[그림 1-1] 국가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범주

□ 계획의 범위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관리·활용, 성과정보 활용지원, 기반 및 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
< 계획에 포함되는 주요사항(연구성과평가법 제12조) >
1.
2.
3.
4.
5.

연구성과관리ㆍ활용의 기본방향
특허, 논문, 표준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ㆍ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성과관리ㆍ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반영

- 본 기본계획은 기초·응용·개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모든 유형의 성과관리와 활
용에 관한 것으로 타 기본계획*과 차별화
* ‘지식재산기본계획’은 IP의 창출·활용·보호·기반·신지식 중심의 정책,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
은 성과의 이전과 사업화 전반에 대한 정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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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 기본계획과의 관계
□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은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타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관됨
○ 「과학기술기본계획」: 우수한 ‘연구성과’의 창출과 활용의 종합전략 및 방법을 제시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통해 ‘연구성
과’를 파악하고 평가 방향 제시
○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연구성과’인 기술을 수요자에게 이전하고, 기술을 활용
해 사업화하는 기술활용 관점에서 연계
○ 「지식재산 기본계획」: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효과적인 보호, 활용 측면에
서 연계

<표 1-1> 기본계획의 연구성과 관련 내용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18～’22)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21～’25)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20～’22)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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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지식탐구 및 창의‧도전적인 연구 진흥
기술혁신형 창업‧벤처 활성화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성과평가 정보 공개를 통한 책임성 확보
경제‧사회적 효과 중심의 평가 단계적 강화
데이터기반 정성평가 및 정보 활용‧축적 강화
시장 중심의 R&D 성과 창출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조성, 사업화 투자 확대
우수기술 기반 창업 촉진

연구성과 창출‧
활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연구개발 성과가치의
다양성 존중,
R&D효과 중심 평가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술이전 촉진 지원

양에서 질 중심의 IP창출로 전환

고품질 지식재산

민간중심의 IP거래‧금융‧서비스 산업 확충

창출과 사업화 활성화

제1부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제3절 추진절차 및 체계
□ 추진절차

○ 성과관리 혁신 T/F 운영 (총 3개 분과로 구성 : ①연구관리, ②성과관리, ③성과활용)
○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자문 실시 (T/F에서 도출한 혁신방안에 대한 검토)
○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총괄위원회 및 2개 분과로 구성 : ①총괄위원회, ②성과관
리분과, ③성과활용분과)
○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기본계획 방향 제시

▼

▲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KISTEP
(성과확산센터)

▲

기본계획 검토 등 수립 지원

성과관리혁신 TF 운영
전문가 자문활동
기본계획 수립위원회 운영

[그림 1-2]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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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그간의 성과 및 국내외 동향 분석

제1절 그간의 성과 및 시사점
□ 역대 기본계획의 3대 추진 방향
<1> 전담기관을 통한 연구성과 수집‧유통 체계를 마련, 연구성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연계, 고도화 등 개선을 추진
<2> 활용지향적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기획 시 시장수요반영, 특허활용 지원, 자유공모 과제를 확대
하여 ‘창출-관리‧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 노력 지속
<3> 사업화를 통한 성과활용을 위해 창업지원, 기술이전 및 기술료 제도 정비, TLO와 전문인력, 기
술금융 등 기술중개 역량을 강화

□ 제1차 기본계획 (’06~’10) :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 구축
ㅇ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연구성과 관리기준 및 체계마련
-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 유형별 분류체계와 관리기준을 마련
- 성과별 전담기관 지정, 성과수집D/B 등 성과 수집·유통체계 정립
ㅇ ‘연구성과 종합관리시스템(NTIS 內)’을 구축, 통합검색시스템 제공
ㅇ 특허동향조사를 확대하고, 정부 주도로 연구성과 확산 지원정책(기술지주회사 설립, TLO지원, 연
구소기업 설립 등) 추진
ㅇ 연구성과 활용계획, 연구성과 활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연구성과 활용실적 점검 및 환류체
계 구축
ㅇ 선도TLO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성과 관리·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
되 기술이전 관련규정을 일관성 있게 정비

⇨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나, 단기성과 위주의 평가, 성과 활용 저조, 전문인력 확보유인 미흡,
연구성과 확산 동기 미흡 등의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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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기본계획 (’11~’15) : 연구성과 창출, 관리·활용 선순환 체계 확립
ㅇ 중대형 과제기획 시 IP획득전략 반영, 연구성과 목표 관리제 도입 등 성과 활용을 고려한 연구의
사전기획 강화
ㅇ 시장성 지표 등 R&D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편, 연구성과 활용·확산 예산목표제 도입, 우수
연구성과 추가 기술개발 등 지원 확대
ㅇ 중대형 연구책임자에 대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교육의무화, 성과활용·확산 관련 인력확보 관련사
항을 선도TLO사업평가, 기관평가에 반영
ㅇ NTIS 고도화 및 부처별 연구성과 시스템 간 연계·협업 추진,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기관별 배
분실적 지속 점검

⇨ 성과의 정량/질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건당 기술료 등 경제성과 창출이 미흡하여 기술거래시
장 활성화 필요, 성과수집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제3차 기본계획 (’16~’20) : 성과활용 촉진, 성과창출 가속화, 규제 개선 및 정보개방·서비스 확대
ㅇ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R&D추진을 위한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국민이 기획, 기술개발에 참여하
는 사회문제해결 R&D체계 마련
ㅇ 단절 없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기술정보 NTB등록 의무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무상기술나
눔 등 특허활용률 제고
ㅇ 역량 있는 TLO집중 육성, 산학융합지구 지정 확대 등 산학협력 강화
ㅇ 공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용실시 기준 명확화*,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
련 규정 일원화**
* 기촉법 시행령 개정(’19.7) ** 출연금지분의 10% 이상 보상토록 공동관리규정 개정 (’19.3)

⇨ 성과활용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성과관리 조직 지원 및 성과관리 유인을 마련
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성과관리 활용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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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 주요국 동향 분석
□ 미국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 강화
ㅇ 연구상업화(Lab-to-Market)*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창출된 성과의 상업화를 연구기관의
기본 책임으로 규정(기술이전 조직 설치 및 지속관리 의무화)하고 주요 과학기술기관을 유기적으
로 연계
* 미국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의 관리 의제로 ‘Lab-to-Market’ 정책을 통한 연방 투자 기술이전 활성화를 범기관 우선 목
표 중 하나로서 설정

ㅇ i-Edison 시스템을 통해 연방R&D 연구성과를 일반에게 공개, 상업화 추진
※ 2020년 기준 30곳 이상의 연방정부기관에서 이용 중이며 발명, 특허, 실용화정보 대상

□ EU : 혁신을 위한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강화
ㅇ EU 집행위는 ‘Horizon Europe’(2021-2027) 사업을 통한 연구개발혁신을 목표로 3대 중점과제*
설정, 약 940억 유로 투입
* ①오픈 사이언스, ②글로벌 과제 해결 및 산업경쟁력 강화, ③오픈 이노베이션, 이외에도 유럽 단일 연구공간 강화 프로
그램 운영 예정

ㅇ EU 경쟁력위원회는 공적자금이 포함된 과학 출판물의 무료공개 결정(’16.5)
※ 참여국 및 시기 : EU 회원국(28개국), 2020년

ㅇ EU ‘Horizon 2020’ 연구성과의 오픈액세스 저널 또는 오픈액세스 디지털 서고 수록 의무화 및
오픈액세스 저널 투고 시 논문투고 비용 지원

□ 일본 : 자율적인 R&D 성과정보 공개 및 활용체계 구축
ㅇ National Institutional Repositories Program을 통해 대학별 논문, 기술보고서 등을 자율적으로
아카이브(JAIRO)화하고 대중에 공개
ㅇ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오픈액세스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인프라 시스템을 운영하여
R&D 성과의 공개와 활용 토대 강화
※ 대표적으로 성과 간 상호연계 지원하는 ‘J-GLOBAL’, 서지정보를 공개하는 ‘J-STAGE’, 생명과학정보를 공개하는
‘NBDC’가 있음

□ 중국 : 연구성과 활용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추진
ㅇ「사업기관 국유자산 관리 잠정방법」을 개정(’19.4)하여 과학기술성과 이전 가속화를 위

한 혁신 정책을 제시
※ 과학기술성과 이전 수입을 연구기관에 귀속하고, 과학기술성과의 양도･라이센싱･가치투자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담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ㅇ 연구자 주도의 성과확산을 위해 성과 이전 시 세금감면 혜택 및 국가과학기술 성과이전

시범 지역 구축 추진
※ 과학기술성과 이전 시 개인소득세 50% 감면 및 연구자 자주권 확대, 광동성, 쓰촨성, 지린성 등에 국가과
학기술 성과이전 시범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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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제1절 추진경과
□ 성과관리 혁신 T/F 운영 (’20.1월~4월)
ㅇ 현재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의 현안, 한계와 대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성과관리활용
혁신방안 모색, 혁신방안(안) 도출
<표 1-2> 성과관리 혁신 T/F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관리 분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성과관리 분과
(성과물 관리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립농업과학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화학연구원

성과활용 분과

교수, 연구자, 기업 등
연구성과활용 수요자로서
산 학 연 전문가

□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자문실시 (’20.4월)
ㅇ 성과관리 혁신 T/F에서 도출한 혁신방안(안)에 대한 연구현장과 전문가(과기자문위원, 교
수, 기업대표 등) 검토를 통한 자문
□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20.7~9월)
ㅇ 성과관리 혁신방안(안)을 토대로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초안방향 설정 및 추진전
략, 주요내용 도출 및 자문
* 산‧학‧연 연구자, 연구관리자, 전문기관 등 성과관리‧활용 전문가로 구성
□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20.9~11월)
ㅇ 과학기술 전문가 간담회(‘20.10.14), 연구현장 대상 정책 우선순위 설문조사(‘20.10월),
부처 의견수렴(’20.11월)을 거쳐 기본계획 보완
ㅇ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연구성과 관리기준 및 체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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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환경 변화와 현 체계의 한계와 시사점
□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책임 및 국민의 기대 확대
ㅇ 연구개발투자 100조(정부+민간)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효율
성 강화할 필요
※ R&D투자규모(정부+민간): (‘15) 66조→ (’16) 69조→ (‘17) 79조→ (’18) 86조→
(’19) 89조
ㅇ 비대면 기술, 치료제 개발, 재난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
되면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 정부연구개발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창출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개방성 증대
ㅇ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고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
※ 온라인 구매, 온라인 등교, 화상회의, 재택근무, 무인주문기기(KIOSK) 등
- 불확실성이 증대된 글로벌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며 혁신능력과 혁신
의 속도가 기업 경쟁력임을 입증
ㅇ 과학기술의 수행도 공공 연구성과를 공개‧공유하여 확산하고, 협력하여 혁신을 가속화하
는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방향으로 변화
※ IGI(Innovative Genomics institute)는 버클리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테스트 실험
실을 구축하고, 실험실 구축 관련 경험과 지식, 코로나19에 대한 연구 정보를 공유
□ 자율과 책임, 연계와 효율 중심의 행정 요구
ㅇ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방향*과, 성과중심 R&D관리
측면에서 연구성과에 대한 관리‧활용 요구 증대
* 부처별 소관 R&D사업 중간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에 대한 혁신본부의 상위평가 폐
지(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 ’20.8월 수립)
ㅇ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구
축 등 R&D관련 주요 법‧제도‧시스템 선진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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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으로서 연구성과 범위 재정립 문제 제시
ㅇ 논문‧특허 등 관리‧활용 가능한 산출물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사회문제해결 R&D 등이 지
향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 비정형성과를 국가연구개발성과로 인정하는데 한계
* 국민행복증진, 국격제고, 시민참여, 국민체감 등의 비가시적인 가치
ㅇ 4차 산업혁명, 개방형 혁신에 적합하고 선도형 R&D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 관리‧활용 체계 필요

⇨ 삶의 질 제고, 시민참여, 연구의 파급효과 등 새롭게 창출되는 비정형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
하기 위한 R&D성과 관리체계의 재검토 필요

□ 연구개발 전주기 관점의 연계 및 환류 미흡
ㅇ 정부R&D 기획 시 기업 수요의 적절한 반영이 미흡*하며, 창출된 성과활용 시에도 활용
에 애로
*‘기업수요가 반영됨’ 응답비율(연구성과관리활용 실태조사): (’16)30.7% → (’19)36.5%
ㅇ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가 성과 발생현황을 파악하는 목적에 그쳐, 성과의 상세한 정보
제공이나 활용에 한계
- 평가 종료 후에는 중·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성과활용 현황 파악이 어렵고, 성과활용
결과를 환류하는 체계가 미흡
ㅇ 정책은 사업으로 실행되고, 사업은 과제로 나뉘어 수행되면서 과제 성과의 합(논문, 특
허, 기술 등)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한계
- 성과 관리‧활용 체계와 관리‧활용 결과, 성과창출/미흡 원인 등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 환류하는 구조가 약함

⇨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시장수요 - 기획 - 성과창출 - 평가 - 성과관리‧활용 - 시장‧사회 확
산’으로 환류되는 개방형 전주기 순환구조가 작동될 필요

□ 성과 관리‧활용 주체별 역량 강화 필요
ㅇ 대부분 연구기관이 성과 관리‧활용 담당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조직 보유비율이
감소하고, 타 부서에서 업무를 병행하는 비율도 증가*
* 성과관리‧활용업무 담당조직 형태: 전담조직 보유 (’16)66.7% → (’19)56.7% 타부서
병행 (’16)29.5% → (’1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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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성과 관리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고*, 자발적으로 성과를 관리‧
활용할 유인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성과 관리 정착에 애로
*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도 인지율 : (’16)47.7% → (’19)49.5%
ㅇ 전문기관, 전담기관*이 성과제고 관점의 R&D 사업 기획, 성과 관리‧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 전문기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관리 전문기관
전담기관: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지정된 연구성과 등록·기탁 기관
ㅇ 성과등록, 성과관리, 성과활용 주체 간 연계가 약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
세한 정보제공에 한계

⇨ 연구기관 내 전담조직 내실화와 연구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성과관리·활용 체계가 필요하
며, 법‧시스템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전문기관, 전담기관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점검
요구

12 • • •

제1부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제3절 현황 진단
□ 연구성과 관리‧활용에 대한 인식
ㅇ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중 체감되는 성과는 창의‧도전형 기초연구 확대(76%) 및 산
학협력 인프라 조성(51.4%)으로 응답
※ 설문개요: 연구자(공공기관, 기업), 연구관리자 등 연구관계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20.10월), 응답수 490명
ㅇ 성과관리‧활용 역량에 대해 성과관리는 잘 되고 있으나 성과활용은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41.8%)
-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연구성과 활용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47.6%), 차별
화된 서비스 부족(41.3%) 응답
(단위:%, 복수응답)

[그림 1-3] 제3차 기본계획 중 체감되는 성과

(단위:%)

[그림 1-4] 연구성과 관리‧활용 역량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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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복수응답)

[그림 1-5]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 저해 요인

□ 연구성과 관리‧활용 개선 방향
ㅇ 향후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는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46.7%),
다양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인프라 고도화로 응답
- 생태계 혁신을 위한 과제로는 활용가능성 높은 성과를 위한 R&D기획에 다수 응답
ㅇ 성과관리‧활용 강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 주체로는 연구기관의 연
구성과 관리‧활용 조직(55.1%)에 가장 많은 응답

(단위:%)

[그림 1-6]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 방향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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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복수응답)

[그림 1-7] 생태계 혁신을 위해 중요한 추진과제

(단위:%, 복수응답)

[그림 1-8] 연구성과 관리‧활용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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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중점 추진과제 도출
□ 목표
ㅇ 개방적인 연구성과 활용 생태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치 극대화
□ 추진전략
ㅇ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구성과 관리체계 마련
ㅇ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ㅇ 수요자 중심 성과관리·활용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혁신

[전략 1]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마련
연구성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ㅇ 개방‧협력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정형 성과를 인정하기 위해R&D성과 개념과 범위
를 유연하게 운영
- 사업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제시하는 연구과정과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성과*를 발굴
* 연구노트, 연구과정 중 발생하는 모델, 연구데이터, 학술대회 발표 등 유·무형의 성
과와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결와 과학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
- 다양한 성과의 의미를 파악하는 등 연구성과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연구기관, 전문기
관 등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
ㅇ 국가R&D사업유형과 기술특성을 고려한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 추진
- 연구성과 관리, 공동활용, 성과정보의 공개 및 연계, 추가연구개발 등의 활동을 조사‧분
석하도록 효과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마련
- 연구기관은 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부처는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해 추적조사 실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연구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활용
ㅇ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 사회‧문화적 성과도 체계적으로 파악하
여 결과를 사업관리 및 정책결정에 환류
- 논문, 특허, 기술 등 ‘과학기술적 성과’는 사회·경제적 성과로 확산되어 가치를 극
대화 할 수 있도록 보호 또는 적극 활용·확산 지원
- R&D의 ‘경제‧사회적 성과’ 분석결과는 후속 사업 기획, 정책수립, 제도개선에 환류
하여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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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형R&D사업*은 사업관리 경과, 연구개발성과, 사업추진 효과 등에 대한 ‘사업운영 성
과백서‘를 발간 (효과성 분석보고서를 갈음)
- 사업성과에 대한 다면적 분석결과를 기록‧축적‧공유하여 후속사업 기획, 관련분야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 R&D예타 사전공론화 대상인 대형·장기(1조원, 사업기간6년) 사업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적 중요사업 가운데 부처합의를 거쳐 대상 선정
ㅇ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해결 R&D는 연구성과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국민체감 제고
- 사회문제해결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과 성과를 공개하여
참여를 제고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검증 시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문제해결 성과를 직접 선
택하는 온라인 투표 등 절차 도입 (’20~)
ㅇ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과학기술‧경제‧사회에 미친 효과와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
여 ‘국가연구개발 성과 연감’으로 발간

<표 1-3> 연구개발성과 연감 내용 (예시)
유형

예시

분석‧제시 형태

주기

①사례중심의 대표
연구성과, 사업 추적조사
우수사례

▪원천기술, 기술이전‧사업화,
우수제품 수출 등
▪부처의 우수성과 100선

구체적인 기술, 제품 등
성과내용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

1년

②과학‧기술‧경제적
정량성과(통계)

▪성과 조사분석 등
▪논문, 특허, 매출액, 사업화 실적,
인력고용 등 통계

연구개발 관련 주요 통계와
변화양상 제시

1년

③R&D를 통한
국가역량 제고 성과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IMD 국가경쟁력평가
▪WEF 국가경쟁력

혁신역량 등 국가경쟁력
평가요소와 결과 등
분석결과를 정리‧제시

1년

④요소생산성 향상 등
경제성장 기여 성과

▪R&D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5년 주기로 정책연구를 실시,
R&D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제시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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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
ㅇ 사업유형 별, 연구과정 중 발생하는 연구성과 파악 및 관리 제도화
- ‘사업유형-성과지표-성과평가-성과관리’를 연계하여 사업특성 별 성과관리의 일관성
을 제고토록 ‘표준성과지표 안내서’ 보완‧개정
- 성과정보 등록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고서 서식과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을 통
해 과제평가 시 제출된 성과를 수집
- 과제종료 후 등록한 성과도 후속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축하여, 평가와 성과관리의 상호보완 강화
ㅇ 사업 추진 시 목적과 유형을 고려한 추진전략, 예상성과, 성과관리‧확산 전략 등을 포함한
전략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성과 관리 강화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旣 수립(’20.8)
ㅇ 사업 종료 시 부처는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정보와 성과물에 대한 ‘성과관리‧활용계획
‘을 수립하고, 연구성과 추적조사와 사업효과성 분석 실시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및 연구지원기준 등을 통해 성과관리 지침을 제시하고, 연구지
원체계평가,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점검
- 연구성과 추적조사를 통해 사업의 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효과성 분석보고서’를
발간(종료 후 5년 이내)하고 NTIS를 통해 공개
<표 1-4> 사업 및 과제 진행 단계별/주체별 작성 서류
주체

단계

각 부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주체

기획보고서
(예산 확정 전)
전략계획서
(예산 확정 후)
(점검)

단계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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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

-

사업 진행

사업종료

종료 후
5년 이내

사업
중간평가
보고서
(공개)

최종보고서
(성과관리
활용계획서 포함)
(공개)

효과성
분석
보고서
(공개)

(점검)

(점검)

-

(필요시 특정평가 실시)
과제공모

과제수행

과제종료

부처 요청 시

연구계획서,
협약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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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수요기반의 전략적 R&D 기획 추진
ㅇ R&D사업 기획 시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 및 내부 역량분석 기반 마련
※ 중소기업‧대기업‧국민 등 기술수요조사 기반의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등
ㅇ 상용화·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시장 수요기업과 국민이 참
여, 주도하는 추진방식 확대
※ 예시 : 국가R&D사업 신규과제의 20%, 소재·부품·장비 신규 과제의 60% 이상을
수요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대형 통합형 과제로 추진, 일반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
술개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자유토의(재밍)’ 등 활용
ㅇ 기획 시 성과창출‧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패키지형 R&D투자플랫폼
(R&D PIE)*’을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 빅데이터 기반으로 기술 분야별 ‘기술+인력양성+제도개선+주요정책’ 등에 대한 투
자 정보와 해당분야의 연구적, 기술적, 산업적 특성을 제공.
현재 혁신성장,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총 20개 분야 구축
ㅇ 사업화 유망 핵심특허를 발굴하고 R&D 기획방향과 우수특허 창출 전략을 제시하기 위
한 IP R&D 분석 확대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개발 관련 과제에 IP-R&D를 적용하여 우수특허 창출 촉진
ㅇ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주제선정 과정에 국민 의견수렴을
확대하여 사회 수요반영* 강화
* R&D 국민평가단, 시민포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술수요 사전조사, 과제선정, 사
업평가에 국민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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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성과 이어달리기 및 사업화 지원
ㅇ (부처간 이어달리기) 우수성과*에 대하여 후속연구 또는 기술성숙도 제고, 기술이전 사
업화까지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 추진
* 각 부처에서 추천한 성과 중 전문가 검증, 부처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공동 선정
- 지원대상 발굴·선정 및 전략수립을 위한 부처·관계기관 등 ‘R&D 성과 이어달리기
협의회’를 운영하여 이어달리기 체계 활성화
※ 성과 별 맞춤형 이어달리기 전략을 수립‧지원하고, 노하우 공유 등 지속 협업
- 「R&D 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공통운영 기준(가칭)」을 마련하여, R&D 및 非R&D(인
증, 규제, 정책 등) 관계부처에 적용, 지원 근거 마련
ㅇ (전문기관 협업) 기초‧원천연구성과 창출‧활용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일자리진흥
원) 간 성과공유 및 전후방 성과확산 지원체계 구축
- 연구성과 정보공유 정례화 및 성과검증을 통해 발굴된 우수성과의 사업화 기획(맞춤형
컨설팅, 후속사업 연계 등) 지원
ㅇ (상용화 지원) 공공연구성과의 상용화를 위해 부처별로 지원방식을 다각화(민간매칭, 중
개연구, 시험/인증 지원 등) 한 사업 추진
- 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릿지(Tech-bridge)를 활용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핵심기술의 민
간이전과 상용화를 위한 중소기업 후속R&D 지원
※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20~’27년, 총 2,525억원 내외)
- R&D를 통해 창출된 성과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상용
화 과제 사업화 지원 (TRL 5~6단계 초과)
※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 (’21년 신규추진)
- 수요-공급 간극(Gap) 극복에 필요한 5개 지원수단을 모듈화 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중개연구 모듈*’ 패키지 구성‧지원
* 5대 모듈: 후속연구개발, 테스트 시험/인증, 사업화 자금, 네트워크, 기타(기술전수 등)
※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R&D 지원 (’21년 신규추진)
- 특구지역 현안에 대해 지자체 주도 기획(Bottom-up) 및 공공기술을 활용한 지역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신산업 창출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내 ‘R&D혁신밸리 육성’ 지원 (’21년 91억원)
ㅇ (초기 수요창출) 국가R&D로 개발된 제품을 공공기관 수요와 연계,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 혁신성이 인정된 국가R&D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
하는 제도
※ 혁신조달연계형 신기술 사업화(’21년 109억원),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
사업화 지원(’21년 90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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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화 펀드)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전용 펀드 및 외부기술 도입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펀드 확대
※ 기술지주회사 펀드 : (’20년 기준, 누적) 1,500억원
기술사업화(디지털산업혁신) 펀드 : (’20~’24년까지) 4,000억원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기업 대상 전용펀드 : (’21~’24년까지) 800억원
ㅇ (정부납부 기술료 정비) 정액기술료 폐지* 및 납부에 관한 범부처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성과 실시에 대한 기술료 납부 부담 경감
* 기술료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 일부를 납부하도록 제정(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②,
’21.1.1.시행)
<표 1-5>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기준 변경(안)
납부 한도
현행
정액
기술료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납부기준
개선

현행

개선

폐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폐지

부처별
경상
기술료
요율

정부연구비 범위 내
부처별 기술료 요율 적용
(기업규모에 따라 ~48%이내)

동일요율 적용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착수기본료 폐지.
착수기본료, 매출액에
부처별 기술료 요율 적용
(기업규모에 따라 5%이내)

대기업 40%)

부처별 동일요율 적용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공기업 20%)

ㅇ (창업지원) 연구소기업을 ‘스타트업(역량강화, 시제품제작)’, ‘시장검증(경영활동 지
원)’, ‘도약(출구전략 컨설팅)’ 등으로 구분하여 성장단계별 지원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21년 1,419억원)
연구성과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ㅇ 상품분류, 과학‧산업기술분류로 기술정보를 재분류(Index)하여, 기술확산‧활용 주체인 기
업의 수요 기술 접근성 제고
- 키워드의 영문화(병용)를 추진, 해외 수요자 대상 정보 공급 확대
ㅇ 국가기술은행(NTB)을 통해 신산업 분야 참조표준* 데이터 수집정보, 시험평가·인증 데
이터** 제공
* 측정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全분야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인된 자료
** 완제품 및 소재‧부품‧장비의 성능‧안전‧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인증 과정에서 생
산된 특성값, 이미지, 시계열 데이터 등의 비정형 산업기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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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NTIS 고도화 및 통합 연구지원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국가R&D 성과정보 기반 분석서비
스 제공
*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단일화·표준화·고도화된 국가R&D 과제 정보를 NTIS에
제공
- 이용자의 접근성·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 R&D 과제 핵심 요약 정보* 제공, 빅데이
터 기반 R&D 정보 검색 및 검색 결과 시각화
* 최근 3년(’19~’21년) 약 20만건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모든 과제
로 확대
ㅇ 로그인 없이 누구나 범부처의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는 연구성과
정보 메뉴를 NTIS에 구축
ㅇ 범부처 우수성과 관리·홍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성과관리‧활용 정보를 공유하고, 우
수성과 집중 홍보전략 수립
- 연구과정 스토리텔링, 연구자 인터뷰 등 영상자료 제작‧활용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확대
※ Open Science : 과학적 지식, 방법 등 전반에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과학과 사회
이익을 위해 정보공유와 과학적 협력을 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
(UNESCO, 2019)
ㅇ 개방형 연구성과 공유·활용 체계(Open Science)의 정착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창
출된 논문의 공개(Open Access:OA) 책임 강화,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 강화
- 오픈액세스 형태(OA논문출판(Gold OA), 디지털저장소 기탁(Green OA)), 비용 등에 대하
여, 연구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기반 마련
- 국가 오픈액세스 플랫폼 KOAR*(’20~)과 국내‧외 학술단체, 저널과 연계‧협력을 확대하
여 학술원문 무료 접근성 제고 지속추진
* Korea Open Access platform for Researchers, PubMed central 등 해외플랫폼 연계되
어 2,600만편 이상의 오픈액세스 논문 무료 이용 가능, 연구자 셀프 아카이빙서비스
지원
ㅇ 국가연구데이터센터*(DataON)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수집‧개방하고, 분야별 데이터 전문
센터(바이오, 소재 등)와 연계, 데이터 활용 활성화
*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체계의 총괄센터로 구축‧운영, ’20년부터 시범운영 중(연구데이
터 공유‧활용체계 구축 전략, ’18.1월)
- 부처‧사업‧연구자 별 각각 보유한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하는 ‘바이오 데
이터 스테이션’ 구축, 데이터 기반 연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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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재R&D 영역의 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공유‧활용 가능한

소재 연구데이터 플랫

폼 구축·운영
ㅇ 공공연구성과 개방·공유 촉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구자·연구
기관의 인식 제고 및 교육 확대
※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에 대한 인지율 49.5% (`19년 연구성과관리활용 실태조사)

[전략 3]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성 강화
ㅇ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자-연구성과 정보를 연계한 직‧간접적인 성과
정보를 종합하여 관리‧활용 (~’23)
* 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과제지원정보+연구자정보+연구비관리정보 시스템
- 연구자가 수행한 국가R&D성과를 등록하고, 등록‧검증된 성과는 신규과제지원 시 제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다수의 성과 중 제출하려는 성과를 선택 및 우선순위 부여 기능 등 개발
ㅇ 부처별 분산된 연구자 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통합연구자 정보발급‧관리
시스템’ 구축
※ 연구자정보 통합 : 한국연구자정보(KRI) (57만건), NTIS 인력정보서비스 (21만건), 20
개 전문기관(154만건) 정보를 1개 연구자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기관별 산재되어 있는 국가 R&D 전문가 정보를 평가위원, 전문가 자문, 위원회 구성
시 통합‧활용 (본인 사전동의 전제)
ㅇ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용자 친화적 관리체계를 도입
- 성과정보 등록 시 성과의 목적‧유형에 관계없이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한 번의 제
출만 하도록 창구 일원화 추진
- 행정‧인증정보(사업자등록번호, 기업정보 등)와 연구자 정보를 연계하여 성과 주변정보
(과제, 연구자 정보 등)의 반복 입력 방지
- 사업 종료 후에도 발생하는 연구성과 정보를 상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
고,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성과를 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지원
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 전문기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관리 전문기관
전담기관: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지정된 연구성과 등록·기탁 기관
전담조직: 연구개발 기관 내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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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담기관) 기존 성과 수집‧관리기관에서 수요자 맞춤형 성과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성과
큐레이터(Curator) 기관으로 역량 강화 지원
<표 1-6> 전담기관 역할 재정립(예시)
성과물

성과정보/실물의 활용형태

전담기관의 역할 강화 및 확장

논문
(정보)

∙Open Access의 추진 및 논문 활용 확대
사업 성과분석 지원, 연구중복 예방,
∙논문-성과물간의 연계 정보 활용, 성과물 간 영향
연구결과 전파
분석

특허
(정보)

사업평가, 기획, R&D 정책 수립,
∙관련 연구자 정보 및 특허-논문 연계 제공
사업화 지원

기술요약정보
(정보)

기술정보를 활용한 설명회, 기술 ∙특허, 기술료 등 타 성과정보를 연계하여 기술이전 맞춤
형 정보 제공, 기술요약정보 품질 제고
이전 지원

연구시설·장비
(실물)

장비 공동활용 등 자원 효율성 제고,
∙장비활용 기술 축적 가능한 DB 구축
연구성과 창출 지원

생물자원
/생명정보
(실물, 정보)

생물자원 활용, 미생물 활용 연 ∙생물자원과 연관된 정보의 효율적 제공
구 지원 및 실물 생물 자원의 ∙바이오 데이터스테이션-PMS 실시간 연동을 통한 수
보관
집·검증, 제공 기능 고도화

화합물
(실물, 정보)

연구에 필요한 화합물 분양, 기탁
∙선별된 성과 제공이 가능한 화합물 가상탐색DB, 특
자 - 활용자 공동연구, 화합물 구
수목적 DB(Covid-19) 구축, 제공
조, 독성정보 등 활용

- 성과별 특성을 고려한 전담기관 별 성과확산 방안, 성과등록·검증·활용 단계별 기관
의 R&R*을 포함하여,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활성화 전략’ 수립‧추진
* 예시: 주관연구기관은 성과창출·등록(기탁), 전문기관은 기획·관리, 성과등록, 전담
기관은 성과수집·검증·활용지원 역할 분담 등
-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현재는 시행령에 명시)하고 연구성과 맞춤형 활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ㅇ (전문기관) 기술수요 탐색·발굴·관리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획평가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활용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
- 창업지원, 기술거래, 기술인증 지원 등 연구성과 관리‧활용 측면의 전문기관 역할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 및 환류
*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안 및 개선방안 도출, 추진실적 점검
ㅇ (연구기관) 연구성과 관리‧활용 전담조직의 성과활용 역량 강화 및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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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산단, 출연연의 성과관리‧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현재 유인체계를 분석
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활용 인센티브 설계
※ 연구성과활용 실태조사 응답기관 중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성과 관리‧활용 시 애
로사항, 전담조직, 인력, 예산, 제도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 추진
-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지표*를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하여 점검하
고,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성과제고 관점에서 연구부서의 자율적인 연구과제 점검‧관리 역할 정의, 성과확산부
서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의 평가기준
- 대학, 출연(연)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 지원 확대
ㅇ (시스템) 연구관리-성과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성과 입력, 성과 검증, 성과 관리 및 맞
춤형 정보검색‧제공 등 기관의 시스템 편의성 제고
* NTIS, 전담기관별 연구성과물 등록·활용 시스템, 연구지원시스템 등
<표 1-7> 연구성과 등록 및 서비스 절차(예시)

성과등록
성과발생

성과검증

(연구기관,
전문기관)

(논문,특허 등)

(전담기관)

검증결과 확인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연구기관)

대국민서비스
전담기관
및 NTIS

10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

ㅇ 연구성과의 양도, 전용실시 기준 등 성과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 지적재산권의 경우, 실시하려는 자가 없거나 기관이 유지를 포기하려는 경우 연구자에
게 양도하여 성과활용을 촉진하는 방안 검토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기준 등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 동기를 고취할 수 있도록 제
도 개선
※ 출연(연) 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부서와 연구자 간 역할분담 등 협업체계 마련을 위
한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연구 성과의 전용실시 기준을 개선*하여 공공기술을 활용한 신제품ㆍ서비스 개발
등 사업화 촉진
*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 시 공개경쟁제도 도입을 검토
ㅇ 부처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원칙과 의무, 사업운영 성과백서, 전담기관 지정 근거 명시
등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
법」 등
ㅇ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비율 완화(20%→
10%, 산학협력법 개정) 추진

• • • 25

제

2부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과정
제3장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내용 요약

제2부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마다 연구성과 관리·활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제3차 연구
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 수립
○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06년부터 5년 단위의 “연구성
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1항
□ 매년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인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 제3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16~’20) 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연구성과 관리 활용 실시계획 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회를 통해
시행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20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조정

[그림 2-1] 국가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범주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추진상황 점검지침을 마련해 부･처･청에 통보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2020년 실시계획에 반영

• • • 29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주요 내용
1. 연구개발 최종 목표
제3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16～’20) 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성과
평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성과 관리 활용 실

시계획 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그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활용을 촉진

2. 추진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12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
의 관리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 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 2,
제15조

※ 제11조(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수립 대상
□ 대상 기관 : 19개 중앙행정기관(11부‧1처‧5청･2위원회) 및 1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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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대상 기관

구분

기관명

부(11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
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처(1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5개)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위원회(2개)

원자력안전위원회, 금융위원회

연구회(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계

20개 기관

□ 대상 사업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사업 및
정책
- 예산사업(연구개발사업, 비연구개발사업, 기관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및
일부 국방 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기관운영경비 및 인건비성 사업은 제외
- 비예산사업 : 각 부처 소관분야의 주요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사항 등

4. 연구개발 내용
□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19년 추진실적과 ’20년 정책 추진방향
설정 등 각 부·처·청의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
○ 4대 전략 및 10대 중점 추진과제, 35개 세부 추진과제의 충실한 이행
- 주요 목표 달성 정도 및 세부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파악
○ 각 부처의 추진실적 및 실시계획(안)에 대한 심층 분석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상 목표 달성 여부 자체 진단
- 2019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진단결과와 2020년도 실시계획(안)을 심층 분석하여 검토 의견
제시

※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연구성과 관리 활용의 기본방향
2.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성과 관리 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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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개발 추진절차 및 전략·체계
1. 추진 절차
□ 제3차 기본계획(’16~’20)을 바탕으로 안내(’19.10)된 부･처･청 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부･처･청 실시계획의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19년 추진실
적 점검 및 ’20년 실시계획” 수립
부 처 청
실시계획 작성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종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범부처
실시계획(안)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과심 운영위
심의 의결
○ 소관부처 통보

[그림 2-2]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추진절차
<표 2-2> 주요일정
￭ 2019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0년도 실시계획 수립지침 통보
(과기정통부 → 부처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9.10.31

￭ 2019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0년도 실시계획 제출
(부처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과기정통부

'20.1.15

￭ 부처별 2019년도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협의
※ 해당분야 전문가단 구성·운영
(과기정통부 ↔ 부처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월

￭ 2020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수립 및 부처 협의

'20.2월 말

(과기정통부 ↔ 부처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2020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사전 검토

'20.2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평가전문위)
￭ 2020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확정·통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20.3월중

2. 추진전략 ‧ 방법
주요 연구내용

추진전략

○ 부 처 청 위원회 및 연구회 추진계획
’20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
종합조정
획 수립
○ 전문가의견 수렴
○ 관련기관 담당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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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무지원)
KISTEP
’20년 실시계획 수립 및 이행 모니터링
· 실시계획 수립지침 작성
· 실시계획 수립, 이행상황 모니터링
· 성과관리⋅활용 촉진 저해 애로요인 발굴 등 지속적 제도개선
[그림 2-3]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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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과정
제1절 2019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지침 구성
1. 20년도 실시계획 수립 방향 도출
□ (추진방향)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의 지속적인 이행과 정책 환경을 반
영하여 중점 추진과제 도출
○ 기본계획의 이행현황과 실태조사 등의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국정과제·주요 유관정책·국

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 3차 기본계획의 최종연도이기에, 기존에 도출되었던 중점 추진과제에 충실한 방향으로 계
획 수립 추진
□ (추진내용) 부처 제출 자료 기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제3차 기본 계획 이행상황 점검 : 각 부처의 ‘19년 추진실적 및 ’20년 추진계획 분석
○ 현장 의견 수렴 : 2019년 연구성과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
○ 전문가 그룹 구성ㆍ운영 : 기술공급자, 수요자, 매개자, 제도ㆍ정책전문가 등 적정 구성ㆍ운
영하고 성과관리ㆍ활용 촉진을 위한 현장 의견 개진 및 정책적 중요성, 시의성, 현실성 등을
고려, 기본방향 정립 및 중점추진과제 도출 자문

2 수립지침 내용 구성 및 통보
□ 제3차 기본계획(’16~’20)을 바탕으로 2019년 추진상황 점검 및 2020년 실시계획 수립지침
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부처 자체점검 결과 및 계획을 검토･보완

※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제15조
※「2020년 연구성과 관리 활용 실시계획」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보고 예정
(‘20.3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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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수립지침 내용 구성

【총괄부문】
○ 부 처 차 원 의 연 구 성 과 관 리 ·활 용 방 향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주요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개관
*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전략과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2019년도의
주요 추진실적, 개선 보완사항, 2020년도 중점 추진계획, 연구성과관리ㆍ활용실태조
사의 시사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세부 정책 및 사업 부문】
○ 기본계획의 35개 세부과제별로 작성
- 기본계획 과제별 소관부처가 아닌 경우에도 '19년도 실시계획에 포함되거나,
’19년 추진실적 및 ’20년 추진계획이 있을 경우 포함
-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구성과 관리·활용실태조사의 시
사점 등 성과관리·활용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포함
○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각각의 양식에 맞게 작성
○ 세부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달성도 등을 가능한 정량적이
고 가시적으로 상세히 작성
- 세부과제별 성과지표의 경우, 기본계획의 성과지표와 일관성을 유지

[붙임 1] 2019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0년 실시계획 수립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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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요약
제1절 전년도(‘19) 추진 실적 분석 요약
□ 수요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을 개편하고, 출연연 기술에 대한 공동마케팅 추진과
기업수요 발굴 인프라 구축 등 수요자 참여형 R&D 사업체계 개편
□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자중심의 창의적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의
선별·출원을 유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적 성과창출 지원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19.11월) : 특허 출원·등록 건수 등 양적 성과지표를
최소화하고 특허의 질적 성과지표를 우선 설정
□ 도전적 R&D를 장려하는 질 중심의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견인하는 컨설팅형
사업평가 확대 등 R&D 품질향상을 촉진하는 성과평가 확대
※ 기관평가 목표달성도 정량 평가를 폐지 등
□ 성과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관련 규정 일원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추진
*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이상을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공동관리규정 개정 (’19.3월)
□ 공공기술기반 사업화·창업자금 지원,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실험실창업*, 연구소기업** 확대
등 R&D 성과를 활용한 창업·일자리 창출
※ ICT분야 R&D 바우처사업 확대, 투자방식의 R&D펀드 도입, 기술사업화 촉진 펀드 조성
* ’18년 60개 → ‘19년 70개
** ’18년 총 704개 → ‘19년 총 891개

제2절 연구현장의 의견 청취
1. 조사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중 1,174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
(인프라, 제도) 및 애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정책적
시사점 도출
* 대상: 출연연·국공립연·대학·대기업·중소중견기업 등 8,824개 기관 중 1,174개 기관 표본 조사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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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이슈별 현장의견
기업 수요의 해소 목적이 R&D 기획에 잘 반영되지 않으며, 연구관리의 개선·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및 관련 규정의 통합·정비 추진
○ 기업은 공공R&D를 통해 기술수요를 해소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공공연
구기관의 기피 및 정책·수요 불일치
※ 공공 R&D 기획 시 기업수요 반영의 문제점은 ‘공공연구기관의 소형과제 기피 현상(45.2%)’, ‘공공연구기관의 정부 R&D 과제 선호
(36.3%)’, ‘기업수요 반영 채널 미비(36.1%)’, ‘정부정책과 기업수요 불일치(32.6%)’ 순

○ 연구행정의 효율화와 연구관리 개선을 위해 각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지원시스템(PMS)의 통합 계획
을 수립(‘19.1월)하고 본격 통합구축에 착수
※ 관련 규정·지침의 정비 및 시스템 설계를 추진 중이며, ’21년까지 연구자정보시스템 및 과제지원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통합·
개통할 계획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인프라가 아직 불충분하고, 기술수요자 발굴 지원체계의 활용 저조
○ 연구성과와 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인력 등 전담 인프라 부족
※ 대부분의 경우 유관 부서에서 성과관리·활용 업무처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변리사, 기술거래사, 업무 관련 박사급 인력 등
성과관리 전문인력 보유율이 52.9% 수준

○ 다양한 기술공급자-수요자 연계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은 기
술 수요자 발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
※ 기술이전의 애로사항은 ‘기업, 창업자 발굴의 어려움(52.6%)’, ‘내부, 외부자원 부족(50.5%)’, ‘제도, 인센티브 부족(42.9%)’, ‘사업성,
가치 높은 기술 부족(40.2%)’ 순

○ 또, 기술수요자 발굴 수요자 발굴을 위해 개인적 네트워크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기술이전·사업화 확산체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
※ 기술수요자 발굴 방법은 ‘기술개발자의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68.1%)’, ‘기술이전 설명회, 박람회, 학회 등 개최(53.9%)’, ‘기관홈
페이지 등에 기술정보만 공시(42.7%)’ 순

공공연구성과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제도화와 연구성과 수집·관리 효과성 미흡
○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을 위한 사후지원 체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진입을 위한 실제
적인 ‘기술문제 해결 및 금융 지원’이 부족
※ 기업이 기술도입 이후 후속지원에서 요구하는 공통 중점개선 사항은 ‘투(융)자 및 기술보증 지원’, ‘사업화 애로요인 해결’로 조
사됨

○ 연구성과 등록·기탁 전담기관에 대한 인지율(49.5%)이 여전히 저조하며, 전담기관의 효과성이나 체
계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함
※ 활성화 저해요인은 ‘복잡하고 불분명한 행정 절차 및 일정(56.9%)’, ‘후속연구를 위한 비공개(30.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24.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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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수요에 기반한 R&D기획의 확대가 요구되며, 연구관
리의 효율화도 병행 추진 필요
□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수요자 발굴 체계의 개선 필요
□ 기술 활용·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성과물 등록·기탁 전담기관의 내실화가 필요함

제3절 중점추진 계획
1. 2020년 추진 방향
[2020년도 추진방향]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과제 전반에 대한 이
행 마무리
※ 2020년은 제3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를 기반으로
2020년 실시계획을 수립
□ 연구성과 활용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 등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연구 현장의견을 반영하
여 추진해야할 핵심과제를 추가* 도출
* 연구기획 환경 조성,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등

[중점 추진과제]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1)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R&D기획 강화
2) 시장친화적 연구관리 개선과 평가 내실화
연구성과와 사업성․시장성간 간극 최소화
3) 단절 없는 기술이전․사업화 체제 활성화
4)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 역량 강화 및 활용 다각화
5) 중소․중견기업의 R&D기반 성장 지원
6) 대학․출연(연)의 성과활용 전담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
성과활용제도의 경직성 완화 및 성과 수집·관리체계 개선
7) 제3자 이전 활성화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8) 연구성과의 수집․관리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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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과제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 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자 참여형” 연구기획 확대
- 공공수요 부응 과제 발굴·지원과 성과물인 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및 조달 연계 성공률 제고 전략
수립 (리빙랩 기반의 R&D 실증 등)
- 산업 R&D 수요자 중심의 기획을 통해 실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업화 가능성
제고
※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19년 54.9% → ‘20년 60%), 응용개발연구 TRL 상향

- 국내외 수요처의 구매가 전제된 동반성장 기술개발 과제지원 및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지원
○ 시장 친화적 연구관리 개선과 평가결과 예산 반영
-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제도를 표준화하고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불편과 혼선
최소화
※ 범부처 표준화된 규정·서식 및 지침을 반영한 통합 과제지원시스템 개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 및 시범운영

- 컨설팅/평가 등을 통해 학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질적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우수성과 및 사례발
굴·확산 체계 구축
- 성과 우수과제, 우수성과 선정 연구자 등에 대한 후속연구 지원 및 포상
※ 학술연구 우수성과 50선 선정(교육부),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포상(복지부) 등

연구성과와 사업성․시장성간 간극을 최소화
○ 단절없는 기술이전·사업화 체제 활성화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중소 중견기업 대상 기술수요 조사, 기술수요와 출연연 공급기술간 기술매칭
및 기술이전 지원금의 효율성 증대
- 대학(원)생으로 등으로 구성된 실험실창업탐색팀 지원* 및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성과 사업화 및 연구
소기업 창업 지원**
* 실험실창업팀 발굴·지원 건수(개) : (‘19) 70개 → (’20) 98개
** 연구소기업의 설립 확대 : (’19) 187개 신설 → (’20) 210개 신설

- 신뢰 기반의 기술이전·사업화 체계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IP) 수요자-공급자-중개자-투자자 간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 기술 분야별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PLUG)를 확대·운영하여 기술이전 촉진

○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 역량 강화 및 활용 다각화
-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협력 채널 다각화 및 기업 기술수요 발굴로 특허활용률 제고
※ 기술사업화 설명회 개최,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및 기술탐색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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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수행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 지원 및 민간 특허경영전문가를 대학·공공(연)에 파견하여 지
식재산 전략 수립 및 사업화 지원
※ 소규모 대학 및 지식재산권 역량이 낮은 기관에 대한 지원 지속 확대

- 출연연별 IP 경영전략 수립, 특허경영 체제 기반 특허 패키징, 마케팅 강화 및 TLO 전담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 실시로 특허관리 역량 강화
※ 출연연별 IP 경영전략 컨설팅을 통한 기관별 IP 경영전략 수립 및 고도화

○ 중소․중견기업 R&D 기반 성장 지원
-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을 지원하여 시장·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제품경쟁력을 강화
※ 스마트공장 고도화 관련 혁신형 R&D, 중소기업 R&D기획지원 등

-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협의체 구성·운영 및 산학연 공동R&D 등 산학연 R&BD 네트워크 구
축·운영
- 출연연 중소 중견기업 지원 효율화 방안 이행·개선정책 발굴을 위한 전담부서장 회의·정책 간담회 추
진 및 협력 교류 강화
※ 전담인력 운영 요건 등 출연연 연구인력 중소기업지원 제도 개선 추진

○ 대학․출연(연)의 성과활용 전담조직 역량 강화
- 공공연구성과 기술이전·창업 및 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산 학 협력생태계 구현을 통한 과
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 대학 보유기술의 이전·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ㆍ중견 기업 대상 대학TMC당 평균 기
술이전 건수 140개 달성

- 기술혁신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를 지원하는 첫걸음협력, 4차 산업혁명 등 특정 분야 과제를 공간·
정보적으로 클러스터화하는 전략협력 등 추진

성과활용제도의 경직성 완화 및 성과 수집·관리체계 개선
○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20.하)
○ 연구성과의 수집·관리체계 개선
- R&D성과의 수집창구 통합 및 연구성과 수집·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서비스 품질 제고
※ 보건의료R&D 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확대, 신품종 수탁관리 대상 명확화 및 기탁절차 체계화

- 지능정보 기반 서비스 제공*, 데이터 품질 제고와 개방 확대 등 이용자 중심 지능형 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NTIS) 구축
* NTIS 데이터 분석, 개인맞춤형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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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처별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세부 이행 현황
<표 2-4> 부처별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세부 이행 현황

추진과제

1-1.
시장 ･수요
가치 중심
R&D 기획
강화

1-2.
시장
친화적
연구관리와
평가결과 ･
예산반영

2-1.
단절없는
기술이전 ･
사업화
체제
활성화

’19년
목표
실적

’20년
목표

부처

54.9%

60%

산업부

15%

15%

-

환경부

산업수요 기획과제 비중

45%

50%

55%

사업기획 과제 수

5건

7건

8건

등록특허 SMART 평가등
급(단위: 점)

4.1

조사중

4.2

정부출연금 1억원당 누적
매출액 (단위: 억원)

2.2

조사중

2.26

국민생활연구활성화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
연구 실증･사업화

신규과제 8
개

9개

11개

과기
정통부

CT기반조성-CT사업기
획 및 전략수립,
CT과제기획 및
진도점검

품목지정형 신규 지정공모
과제 비중

80% 이상

83.3%

80% 이상

문체부

연구 관리 시스템 표
준화 추진

연구관리시스템 표준화

연구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세계획
수립

식약처 R&D 운영 효
율화를 위한 연구관
리지침 개정

연구관리 지침
제·개정 건수

2건

2건

2건

식약처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과제 관리절차 개선

연구개발과제 관리 규정·
지침 개정 건수

1건

3건

1건

복지부

출연(연)
패밀리기업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기업 수요발굴

500

544

500

보유기술 매칭

250

524

300

과기
정통부

CT기반조성-문화기술
사업화 촉진

후속 R&D 지원 예산
비중

1,4%

1.53%

1.4% 이상

기술이전(건)

1,300

1,310

1,350

사업화성공률(%)

42.7

42.7

42.9

기술금융(억원)

500

557

600

상담 및 컨설팅(건)

1,800

2,043

2,200

보육업체 매출액(억원)

969

1,006

1,308

종자보급량(톤)

1,763

1,829

2,250

종묘보급량(만주)

85

90

110

지원금 1억원 당
기술이전 건수

1.5

1.64

1.6

부처 추진 과제명

성과지표

기업 R&D 수요가 반
영된 기업주관형 과제
확대

자유공모형․품목지정형
과제비중

60%

수요자 참여형 신규
과제 기획·운영

수요자 참여형 신규과제
지원(비율)

해양수산 연구기획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

농업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연구산업육성사업

해수부

중기부

정보화전략
계획(ISP)/
통합
업무재설계
연구지원
(BPR)/
시스템
정보시스템
1차년도 개발
마스터플랜(I
SMP) 수립

과기
정통부

문체부

농진청

과기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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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미래기술마당 구축ㆍ
운영

기술정보 DB 구축 건수

6,000

6,050

6,300

정보시스템 연계 수(건)

42

42

44

정보제공 및 이용건수(건)

296,000

313,000

330,000

기술은행 구축･운영

기술정보 이용자(명)

-

1,669,477

2,000,000

기술은행 기술정보
DB 제공 확대

기술은행 기술정보 DB
제공 확대

550

739

900

연구소기업 설립 수(개)

170

187

210

참여기업 과제
매출액(억원)

1,331

1,505

1,704

신규고용인원(명)

1,320

1,509

1,696

기술이전건수(개)

150

174

200

실험실 창업팀 발굴·지원

70개

70개

98개

정부출연금 1억원당
누적매출액(단위: 억원)

2.2

-

2.26

등록특허 SMART
평가등급(단위: 점)

4.1

조사중

4.2

출연(연) IP관리역량
강화

TLO 역량강화 교육

2

2

2

과기
정통부

출연(연) 보유특허
활용 방법 다각화

특허활용률

37%

36.3%

40%

과기
정통부

농식품 미활용
특허의 사업화 촉진

유망기술홍보자료(SMK)
제작 건수

40건

40건

40건

농림부

농식품분야 지식재산
활용 극대화 및 사업
화 지원 강화

기술이전 건수

1,300

1,310

1,350

1실 1변리사 지원 연구실

35

57

60

직무발명 및 기술이
전 심의위원회 운영
등

국내외 특허 출원
사전 심의건수

31

37

34

복지부

출연(연) 중소･중견기
업 지원사업

출연(연) 패밀리기업
수(개)

5,990

6,075

6,000

과기
정통부

사업화 매출액(억)

32.9

49.94

13.92

인증 및 신뢰성
검증실적(건)

6

27

2.54

정부지원금 1억원당 원가
절감액(억원)

6.08

12.35

6.14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백만원)

0.11

0.11

0.11

차년도 연구개발성과
연계율

25%

25%

25%

시제품개발성공률

90%

97%

90%

지원제품 전년대비
매출증가율

50%

50%(P)

50%

창업성장 기술개발

해양수산 사업화
R&D 지원

공정·품질 기술개발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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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농식품R&D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운영

공공연구성과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2-3.
중소중견기
업
R&D기반
성장지원

’20년
목표

성과지표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 추진

2-2.
고부가
가치
특허창출
역량 강화
및 활용
다각화

’19년
목표
실적

부처 추진 과제명

농진청

산업부

과기
정통부

과기
정통부

중기부

농진청

해수부

중기부

농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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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부처 추진 과제명

중소기업 중심의
산림산업화 R&D
투자 확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및
대형실험센터
공동활용 지원
융복합 기술 교류
촉진

성과지표

’19년
목표
실적

’20년
목표

지원제품 전년대비
수출증가율

50%

50%(P)

50%

사업관련 매출발생 비율

50%

60%(P)

50%

중기벤처부 주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실적(억원)

40

47.2

50

R&D기획지원 연계 과제
사업화 성공률

0.465

조사 중

0.465

정부지원금 1억원당 매출
액

1.6

조사 중

1.7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66

66

66

중소기업의 국토교통 대형
실험센터 공동활용

177

177

177

참여기업 사업화 성공률

0.32

0.671

0.33

참여기업 매출 증가율

0.03

-

0.04

참여기업 고용 증가율

0.07

-

0.08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
업의 기술수준 향상도

27.82

조사중

27.82

정부지원금 1억원당 과제
매출액

6.01

조사중

6.01

정부지원금 1억원당 기업
의 순 고용인원

3.1

조사중

3.1

부처

산림청

중기부

국토부

중기부

2-4.
대학 ･
출연연
성과활용전
담조직
정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3-1. 제도
탄력운영

ㅡ

ㅡ

ㅡ

ㅡ

ㅡ

ㅡ

3-2.
기술이전
활성화 등

국가R&D공동성과물
의 3자 기술실시
기회 확대방안 마련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확대 및 관련 규정
일원화

공동관리규
정 개정

공동관리규
정 개정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과기
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신
품종(실물) 성과물 기
탁관리

신품종 성과물 기탁

50

39

100

농진청

연구성과정보 수집
및 활용체계 개선

정보시스템 공동활용 확대

12개 기관

12개 기관

13개 기관

복지부

우수성과사례집

1

1

1

성과통계집 마련

1

1

1

연보 발간

1

1

1

성과창출 컨설팅 제공

-

-

10

사용자 만족도

78

80.83

78

이용자 접속 건수

51.5만건

61.2만건

51.5만건

NTIS 이용자 활용도(점)

85

90.3

89

4-1.
연구성과
수집 ･관리
체계 개선

연구성과 관리
체계 개선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4-2.
R&D 정부
3.0 제고

국가과학기술 지식정
보서비스 사업

중기부

식약처

농진청
과기
정통부

• • • 43

4. 제3차 기본계획 이행현황 및 2020년 추진방향
<표 2-5> 제3차 기본계획 10대 추진과제 이행현황
‘16~’19
이행 현황

제3차 기본계획 10대 추진과제
10대과제
1. 시장･ 수
요 중심
R&D 기획
강화
2. 시장친
화적 연구
관리와 평가
결과･예
산반영
3. 단절없는
기 술 이
전･
사업화체제
4. 특허창출
역량 강화
5. 중소중
견 기 업
R&D기반
성장지원
6. 대학･
출연연
성과활용전담
조직정비
7. 기술료
제도탄력운영
8. 기술이전
활성화 등
9. 연구성과
수집･관
리체계 개
선
10. R&D
정부3.0 제고

주요내용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응용·개발 연구 기술
완성도(TRL) 목표 상향
국민생활연구군 도
입∙운영
혁신도약형 R&D
전면 개편
기관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정비
사업화 현장 중심
지표 및 평가 강화
후속 R&D 지원
확대
중장거리형 창업
확대
출연연의 특허관
리 역량
보유특허
활용
다각화
공공(연)의 중소
기업 지원 강화
출연연 보유장비
공동활용 제고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 일원화
산학융합지구
확대 등
기술료 및 국내
우선실시제도 등 개선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규정 개선
연구성과 수집
체계 일원화
연구성과 등록∙기
탁률 제고
R&D 전주기 정보
및 활용중심 서비스

목표

◎완료, ○정상, △보완

‘20년도
실시계획
추진방향

산업부 (’13) 33% → (’20) 50%이상
중기부 (’14) 62% → (’20) 80%

◎

(19) 산업부 54.9.%
(18) 중기부 80.1%

과제평가 표준 지침 반영(‘16)

◎

(16) 지침반영

도입∙운영(‘16~)

△

-

지속추진

개편(’16) 및 평가(’17)

◎

(17) 표준지침 개정
(창의도전형 신설)

지속 추진

규정 통합∙간소화(’16～)

○

사업화 성과지표 비중:
(’15) 50% → (’16～) 50%이상

◎

(‘16) 달성

지속 추진

유망기술 발굴에서 기술이전･사업화까
지 부처간 협업 활성화

○

(18) 사업화지
원과제 확대

지속 추진

연구소기업 수:
(’14) 53개 → (’17) 400개 → (’20) 1,000개

○

(‘18) 704개

지속추진

특허∙기술이전 교육 의무화(연1회)

○

(‘18) 정기교육

지속추진

○

(‘18) 35.1%

지속추진

출연(연) 특허활용률:
(’14) 31.3% → (’20) 40%
패밀리기업 수:

(’13)2,973개 → (’17)5,000개 → (’20) 6,000개

출연(연) 지원 수출 중소기업 수:

○

(‘19) 시스템

합구축 추진

-

통

(‘18) 5,979개

-

(’13) 77개 → (’17) 200개 → (’20) 300개

지속추진

지속 추진

지속추진

출연(연) 연구장비 공동활용 허용률
(’14) 47% → (’20) 80%

○

(‘18) 75.6%

지속추진

지원사업 일원화 및 운영(’16)

○

(‘18) 운영중

지속점검

산학융합지구 지구 지정: (‘15) 10개
→(’18) 25개

규정 개정 및 가이드라인 반영
(～‘17)

◎

현장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17)

◎

규정개정
(기술촉진법)

시스템 개선 및 적용(～’16)

◎

(‘16.11) 포털 구축

지속추진

연구성과 등록∙기탁률:
(’08～’13) 57% → (’20) 80%

△

생물자원 등
등록･기탁률 미흡

등록∙기탁률
제고 필요

NTIS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15)
및 시행(’16～’20)

◎

(‘15) 수립･시행중

-

[붙임 2] 2020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16.6) 가이드라인

배포

지속추진

제

3부

우수성과 100선
우수사례 추적조사

제1장 개요
제2장 기초조사 및 전문가위원회 운영
제3장 우수성과 30선 심층 추적조사
제4장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집중홍보대상 선별
및 홍보추진
제5장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정책시사점

제3부 우수성과 100선 우수사례 추적조사

제1장 개 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15년을 맞이하여(’06년 시작)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성과 선
정 과제의 성과확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 중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홍보하므로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증진 필요
○ 정부R&D 투자에 대한 가치 발현은 장기적이고 무형적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정량 보고만
으로는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R&D 투
자의 효과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

* 정부 R&D투자가 기업R&D의 마중물이 되는 경우, 사회안녕에 기여하는 경우 등 다양
- 정부 R&D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
료 제공
- 우수성과 확산 현황 등을 통해 정부 R&D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타당성 마련
□‘정부R&D 성과물의 질 향상’이라는 요구 증대로 연구성과 활용·확산 체계에 대한 주목
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간의 단기적·정량적 관점의 성과관리 체계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창출되는 다양한 종류의 성과 관리가 가능한 성과활용·확산 체계 모색 필요
○ 과학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과는 축적되므로 과거에 선정된 우수성과 100선의 성과확
산 현황을 장기적으로 관찰하여 성과관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우수성과 100선 선정은 성과확산의 종료가 아니라 우수한 연구가 경제·사회적으로 파급
되기 전 과정일 수 있으므로 이에 중장기적인 추적이 요망되는 것임
- 과거 선정되었던 우수성과 100선 과제의 성과확산 성공/실패 요인분석, 기술발전 과정 등
을 검토하므로 R&D 정책, 전문기관의 과제관리 등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과제 간 융합, 인적·물적 인프라의 공유 등 그간에 검토되지 않았던 성과확산 경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활용 체계 마련
○ 기존에도 과제 종료 후 최장 5년간 성과조사*, 사업단위 추적평가 등 성과추적 시스템이
존재하였으나, 중장기적인 성과누적과 사례분석, 연구자 인터뷰 등을 망라하는 심층 추적조사
기법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방법론 확립이 필요한 상태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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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추적조사 추진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15년을 맞아, 과거에 선정된 우수성과가 현재 어떻게
활용․확산*되고 있는지 심층 조사․분석

* 후속 연구개발 추진, 기술이전 및 상용화, 연구중단 등
○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R&D 투자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 대표성과 활용․확산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홍보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방법
□ 조사대상
○ 연구개발 단계 구분 없이 우수성과 선정 이후 10년 이상(’06~‘09년) 경과한 과제 400여건(’20년)

※ 조사규모 : ’20년(370여건) → ‘21년 이후(100여건+α)
- 보안과제, 기타과제는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373건을 조사 대상으
로 선정하고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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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우수성과 100선 우수사례 추적조사

□ 추진절차 및 방법론

[그림 3-2] 업무추진 절차

① 기초조사 (373건)
○ 전체 추적 조사대상에 대한 DB 구성 및 관련 정보 연계*

* ①우수성과 기본정보 및 연락처-②과제정보(NTIS)-③성과정보(NTIS)
○ DB분석과 KISTEP 자체조사를 통해 ’우수성과 수상 이후 기술료·사업화가 보고된 과제,
후속연구․장관상 수상과제‘ 집중 검토
○ 핀란드(TEKES), 영국(UKRI), 일본(NEDO) 등의 추적조사 및 사례 조사 분석 방법론 조사
○ 피인용 우수과학자, 출연연 우수성과 사례 등에 대한 분석하여, 우수성과 수상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과제 및 과학자 등 추적
② 심층 사례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기술 전문가 위원회 운영(1차)
○ 기술 분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심층조사 후보 과제 압축하고 성과확산 현황** 조사

* 기계소재, 전기전자,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4개 분과로 구성함 (06~09 당시 우수성과
선정위원회 분과 구성을 감안하여 분과구성을 4개로 조정함)
**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성과 유무/종류, 성과확산 경로 및 애로사항 조사
- 현재 성과확산 및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군*의 시초가 되는 기술에 대한 추천 요청

* 혁신성장동력기술, COVID-19 대응을 위한 기술 등
○ 373건 과제에 대한 연구자 전수 설문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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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과활용현황 및 매출조사 시행
○ 전문가 위원회에서 추천한 과제 88건을 대상으로 성과활용현황조사* 실시

* 우수성과 100선 수상 이후 성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서면조사 양식, 과학적·기술적·
경제적·사회적 성과 유무/종류 등 포함
○ 우수성과 100선을 수상한 기업 중, 우수성과 100선 연관 매출액이 뛰어난 기업에 대한 조사
시행
④ 심층 사례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운영(2차)
○ 기술 분과별 위원장 및 홍보 전문가 등이 성과활용현황조사 제출 내용 및 기업매출 조사 등을
검토하고 심층조사 대상 30건(후보군 포함 35건)을 선정함
- 실용화성공으로 성과확산에 성공한 유형(1유형), 우수성과로 인한 기업매출 확대유형(2유
형), 지식증진에 집중한 유형(3유형)으로 나누어서 전문가 검토가 이뤄짐

[그림 3-3] 심층조사 대상 선정과정

⑤ 심층 사례조사·분석 수행 (30건 인터뷰)
○ 성과창출 연구자, 후속 연구자, 기술 활용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
뷰 수행

※ 우수성과 선정 이후, 성과활용․확산 사례 및 성과확산 경로 등 우수 추적조사 사례
의 성공요인 파악
○ 성과확산 개선사례 및 애로사항 심층 사례조사·분석
⑥ 집중홍보 대상 선정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운영(2차)
○ 심층 사례조사·분석(30건) 내용을 전문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중홍보 대상 10선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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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심층조사 추진 내용
⑦ 홍보 및 확산

<사례집 구성>
○ 우수성과 100선 부록으로 우수성과 추적조사 사례집 배포

※ 사례집은 집중홍보대상 10선을 기준으로 구성
<온라인 홍보>
○ (과학크리에이터 연계) 과학 전문 유튜버와 연계하여 성과확산 스토리 콘텐츠 기획·제작 및
홍보
○ (온라인홍보) 카드뉴스·영상물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과학기술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연계 홍보
<정책 연계>
○ 우수 연구성과 추적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우수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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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초조사 및 전문가위원회 운영
제1절 추적조사 기초조사 추진 내용
1. 국내 문헌 및 사례조사
(1) 우수성과에 관한 기초 개념
<연구 우수성>
□ 연구 우수성이란 일반적인 상태를 뛰어넘는 우수한 특성을 말하지만, 우수성이라는 개념은 시대
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1)
○ 연구 우수성은 그때 당시 정책 목표 달성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과학계가 받들고
있는 이상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음2)
○ 본 연구의 대상인 10년 이상 된 우수성과 중에서는 그 때 당시, ‘응용/개발’ 연구를 중시하
던 풍토에 따라 우수성과로 선정 되었으나(제품화 성과 등),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발전 트렌
드, 사회, 시장 변화에 따라 그 우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

※ 06년 당시 기초분야 우수성과 비율은 16% 수준에 불가하나, 20년 기초분야의 우수성과
선정 비율은 30% 수준으로 증가
○ 주어진 시간 내에 제한된 정보로만 우수성과를 결정해야 하며, 평가위원 섭외, 지표 구성 등
우수성과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도 고려 필요
⇒ 연구 우수성은 우수성과 100선 선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수성과 100선 선정
이 연구 성과가 경제·사회에 파급되기 전 과정일 수도 있어, 이후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수적
인 것임
<우수성과 성과활용으로 인한 주요 파급효과>
□ 국가 R&D의 기능 중 하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며, 국가 R&D가
기업 혁신을 촉진한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음3)
○ 미국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분석에 따르면 애플의 경우에도 국
가주도로 진행되었던 반도체연구, 휴먼컴퓨터 인터페이스(HCI) 등의 신기술을 영입해 시장․
소비자 친화적으로 적용하므로 iPhone개발
⇒ 이에 10년 전에 선정된 우수성과가 사회 곳곳 또는 주요 기술 분야별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주요 분야별* 혁신을 촉진한 사례 등 위주로 사례 연구 필요

* 정보통신, 신약개발, 인공지능, 반도체, 웨어러블 소자 등으로 구분

1) Federico, F., Angela G, Pereira., Daniel, Vertesy. and Sjoerd, H. (2018),“Research excellence indicators: time to
reimagine the ‘making of’?”,Science and Public Policy, 2018: 1–11.
2) Samuel, M., Cameron, N., Martin, P,l Eve., Daniel, P. O., and Damian P. (2017),
“Excellence R Us”: university research and the fetishisation of excellence“,
Palgrave Communications volume 3 : 1-13.
3) 마리아나 맞추카토, 기업가형 국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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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사례 발전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이,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
회적·인프라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추적평가 지침)
○ 과제의 성격에 따라 성과확산 유형은 중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미쳐 생각하지
못한 성과의 발생 등도 간과할 수 없음
<표 3-1> 성과 활용ㆍ확산 사례와 분석방법(예시)

구분
과학적

기술적

활용ㆍ확산 사례

논문의 인용도 향상, 논문의 지식재산권 출원ㆍ 논문 인용도, 국내외 출원ㆍ등록 실적, 생물자원ㆍ
등록, 생물자원ㆍ화합물의 활용도 향상
국내외 기술표준 획득, 신기술 인증 획득, 기술을
응용한 공정혁신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경제적

주요 분석방법론

기술이전(사업화,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기술융
자, 국내외 자본유치),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모
델ㆍ제품ㆍ플랜트ㆍ신약ㆍ의료기기 개발

화합물 분양실적
국내외 기술표준 획득실적, 신기술 인증실적, 불량
률 감소율, 원가절감율, 제품개발 주기, 노동력 절
감율
기술료 실적, 고용 실적, 매출 실적, 기술융자 실
적, 국내외 자본유치 실적, 고용증가율, 매출증가
율, 시장성 분석, 제품생산 주기, 매출증가율

기술과 공공서비스의 접목, 기술인력의 사회진출, 공공서비스 수혜자의 수, 공공서비스 만족도, 에너
기술의 지역이전, 기술의 국민(일반인, 기업인) 대 지 비용감축 실적. 취업자ㆍ창업자 수, 지역이전
사회적 상 홍보, 기술의 국제교류를 통한 인력교류, 기술 실적, 국민 홍보실적(홍보건수, 참여자수), 기술교류
을 활용한 해외기관의 국내유치 및 양자ㆍ다자간 실적, 인력교류 실적, 해외기관 유치실적, 국제협력
국제협력

실적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추진, 전산시스템(DB, 초 서비스 만족도, 시설장비 가동률, 시설장비 활용률,
인프라 고속계산)의 공동활용,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시설장비 사용료, DB 활용도, 시스템 가동율, 무기
개발

의 국산화율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 48-57면(재구성), 2014.12

(2) 일반적인 추적조사의 의의4)
□ 추적조사의 주요한 목적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단순 양적 지표 측정보다는 질적 지표(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논문 및 특허의 인용도 지수 등)를 반영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임
○ 연구개발 성과는 일반적으로 사업 종료 시점에 즉시 창출되기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시적 성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일반적인 성과지표로 측정 가능한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성과지표만으로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 추적조사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기대효과가 제시되고는 있으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자
기대효과는「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투자의 촉진」이라고 할 수 있음
○ 미활용 단계의 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및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함

4) 최태진·안승구, 연구개발 종료과제의 추적평가에 관한 방법론 개발 및 적용,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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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이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성과 활용 극대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성과관리 능력을 제고함
○ 정부 R&D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후속 연구 기획에 활용함
○ 기술혁신 성공/실패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연구수행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술
경영 능력을 확대함

(3) 우수성과 추적조사 사례조사 체계 구축 위한 국내 방법론 사전 조사
□ 추적평가 사례분석 양식에서는 수혜자, 수혜범위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
⇒ 수혜자의 존재, 수혜범위 등 조사항목은 성과확산의 명백한 증거로써 대국민체감을 위해 중
요한 항목이며 우수성과 추적조사 시 이에 대한 내용 반영
<표 3-2> 과제별 심층 사례조사·분석
[사례 1]
❍ 개요
- 사례명: 주요 사례명을 기술
- 사례의 유형: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인프라적 활용･확산 사례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기술
- 사업･과제 현황: 사례가 발생한 시점의 사업명과 과제명을 기술
❍ 내용
- 주요내용 요약 : 사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기술
- 사업과의 연관성: 성과와 사업 목표 간 연관성 및 핵심 성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
❍ 활용･확산 사례
- 수혜범위
* (예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혜택의 향상, 수요자의 이목을 끌만한 차별적인 혜택의 향상,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발견
- 사례의 분석
* 얼마나 혁신적인 사례인지 근거와 함께 기술
* (예시) 기존 지식을 개선하는 발견, 기존 지식을 근본적으로 개선, 새로운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지식의 발견, 완전히 새로운 발견
❍ 사례의 근거자료 * (예시) 시험･실험결과, 시제품, 실용실안,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실시, 9대
연구성과물

* 출처: KISTEP, 추적평가 지침, 2020

□ 연구재단은 재단이 지원한 바이오의약 분야 과제 중 사업화에 성공한 산업체의 대표 R&D 사례
를 ‘기술흐름도 구성, 임상성공률 분석’ 등의 수단을 통해 성과를 추적하였음5)
○ 11개 기업의 성공사례를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기술흐름도’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재단 지
원을 통해 도출된 성과들이 모두 의약 개발 파이프라인에 포함중임을 확인하였음
○ 또한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3개 기업 대상 보유 약물 파이프에 대한 임상성공률과 경제가치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경쟁약물과 비교하였을 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
⇒ 우수성과 수상 이후, 10여년이 지난 시점으로 기술 진화가 상당히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되기
에 기술흐름도 개념을 차용하는 것 검토하였으나, 모든 분야가 의약개발 분야와 같이 개발
단계를 표현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개념을 차용하지는 않았음
5)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지원 바이오의약 분야 연구성과 산업체 활용 실태조사, 2020

54 • • •

제3부 우수성과 100선 우수사례 추적조사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구)기초·산업기술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성과조사 및 추적조사를 통해
향후 과제의 성공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추적조사 설문 체계를
고안함
○ 연구시작 시점, 종료 시점에 맞춰 유형화 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자의 주관적 인식, 애
로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설문함
<표 3-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추적조사 주요 설문지표
구분

주요 설문지표

Section1:
연구팀
기본정보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과제종료 시점
연구과제 "종료시점" 연구원 수 (총 연구원 수, 박사이상 연구원 수, 공동
연구원 수)
탁월한 성과로 주목받은 연구원 및 성과내용
기술이전 및 사업화 건수, 총 매출액(~종료시점까지)
융합 분야 및 융합 수, 융합유형
연구 수명주기, 각 시기별 TRL 수준(과제출발, 과제종료시점, 현재시점)
연구목표의 우선순위

Section2:
연구성과1
(과제시작~
현재)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대외기관 우수사례(수상실적 포함) 선정 현황(선정기관, 사례명, 발생 시기)

Section3:
연구성과2
(종료이후~



















본인이 주 저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논문 건수 및 융합관련 논문
비율
게재 논문 중 Impact Factor가 가장 큰 논문/ 피인용지수가 가장 큰 논문의
논문명, 저널명, IF, 피인용지수
참여 연구에서 특허 출원, 등록 건수 및 준비 건수
참여 연구에서 포상, 보도 실적 건수
현재 책임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개수 및 예산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후속 연구개발 프로젝트 유치 실적
가장 큰 규모의 연구프로젝트(2순위)
공동연구원들의 후속 연구개발 프로젝트 유치실적(2순위)
기술이전/활용/기술료 건수 및 수입
기술이 향후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발생할 수입
해당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에 도달할 최소 연수
기술이전, 사업화 미흡 원인
과제 종료 이후 활용 진행 상황
과제 종료 이후 향후 활용 계획
향후 5년 간 활용계획 및 성과(기술이전, 사업화, 논문, 특허, 프로젝트)

Section4:
주관적
인식











연구의 진행 및 효과 관련 인식
- 연구목표, 융합연구의 정당성, 학문간 교류, 협업 정도, 융합정도, 전공별
참여도 변화, 융합연구 효과, 향후 융합연구 비중 확대
연구관련 인식
- 필요성, 투입, 서비스 지원, 만족, 결과(전체, 과학기술적 성과, 연구 인프라,
인력양성, 경제적, 사회적), 홍보, 연구과제, 성과 및 평가, 후속지원,
연구비 및 유인책, 차별성, 사업화)
향후 연구에서 융합연구의 비중
향후 성과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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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ection5:
애로사항
및
우수사례

주요 설문지표






연구과제 진행 중 가장 큰 애로사항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과제의 장단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과제 관리 등 관련 개선점
우수사례 분야, 명칭, 주요 내용, 판단 이유, 연구회 과제의 기여도
시점별 전체성과(과제시작부터 종료, 과제종료 후 현재, 현재부터 향후 5년)

*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초산업기술연구회 협동연구사업 성과활용도 추적조사 분석연구, 2018

□ 구.공동규정 상에서 과제종료 후 연구책임자가 최장 5년간 성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이를 기준으로 주요 부처들은 부처 규정에 따라 과제단위 추적조사 제도를 운영함

※ (공동관리규정 제21조 제3항, 제4항) 부처는 연구기관(책임자)에게 R&D과제 종료 이후
최장 5년간 활용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 추적조사) 부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R&D과제 종료
이후 최장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공동규정 상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에 기반하여 매년 연초 ‘조사대상 과제 확정, 과제단
위 성과활용보고서 취합(2월말), 성과수집․검증․분석’ 등을 추진하고 정보공개와 홍보․기술마
케팅 등 추진
- 일반적으로 주요 전문기관은 과제종료 기간(종료 후 5년이내) 및 과제성격*, 조사가 불필
요한 경우** 등을 검토하여 대상 과제 선정

* 기업주관과제 또는 개발과제의 경우 3년 이내 추적조사 등 고려
** 기획과제, 과제중단·불성실, 주관기관의 휴·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파산 절차 개시
등 고려해서 조사대상 과제 선정
- 전문기관은 NTIS 국가R&D 성과조사항목, 성과활용보고서 수집 성과 및 연구자 상시입력
성과, 사업고유 질적성과 등을 2월말까지 통합 수집
- 추적조사 대상 연구자 및 기업에게 줄 수 있는 유인책 및 불이익 등 제도적 장치 또한 운영
중임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는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선정시 감점 부여
※ 산업부는 성과활용현황조사 미회신 과제에 대해 1년의 참여제한 부여, 성과활용평가시
주관기업참여기업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신규참여 가점 2점 부여
⇒ 기존 ‘연구개발 성과활용보고서’ 상으로는 ‘시설장비 활용․관리 실적, 후속 연구과제’ 등
에 대한 이행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

※ 연구개발 성과활용보고서는 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로 변경되었으며
‘인프라’에 대한 조사항목도 추가되었음
⇒ 그 외 성과물의 활용여부․파급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사안이 필요하며, 기존 양식은 정량적
성과분석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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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구. 공동규정 상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양식
구분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공동규정)→현재 성과활용보고서(혁신법)


기본정보

성과
정보/
활용
실적



과제번호,사업구분, 기술분야, 연구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및 개발비,
참여기업명,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사업화완료, 추진 중, 2단계 연구추진, 기술지원활용, 정
책활용, 선행 및 기초연구활용 ,그 밖 목적활용, 활용중단

과학적
성과



논문게재,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기술요약정보(*활용형태, 기술미활용의 경우 사
유 서술), 보고서원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활용유형 체크), 저작권(SW,서적), 신기술지정, 기술 및 제품인증,
표준화









시제품제작, 기술거래 :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 기술료, 누적징수 현황 등
사업화투자실적 : 추가 R&D투자, 설비투자, 투자자금 성격
사업화현황 : 사업화방식, 형태, 사업화명, 매출액, 매출발생연도, 기술수명
매출실적(누적) : 발생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방법
고용창출 :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5년간 고용인원
비용절감(누적) : 비용절감액, 산정방법
경제적 파급효과 : 사업화명, 수입대체, 수출증대, 매출증대, 생산성향상, 고용창
출, 기타
산업지원(기술지도)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그 외 자유



법령반영, 정책활용 내용, 설계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 전문연구인력양
성, 산업기술인력양성, 타 연구개발 사업에의 활용, 국제화 협력성과, 기술무역,
홍보실적, 포상 및 수상실적



부처별 특성 있는 연구개발 성과는 별도 작성

□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매년 2월말) 취합하고 있었
으며 특히, 경제적 성과 파악에 대한 항목이 구체적임
⇒ 사업화 진행현황(준비중, 사업화 성공, 사업화 중단, 포기), 사업화 진행현황에 따른 사유 등
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추적조사 조사 양식에 차용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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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산업부 성과활용현황보고서 구성요약
구분
과제정보

상세내용


기본정보, 기술정보,일반현황
과학기술적 성과

성과정보
경제적 성과

(공통항목)



논문 실적, 지식재산권 실적, 표준개발 실적

사업화준비



사업화 중

유형 및 내용, 비용절감 실적, 수입대체 효과

사업화 후
중단



기반구축 및



활용

성과정보

포기사유, 향후 기술활용계획, 미활용기술
사업화 관련 정부 지원 필요내용

사업화포기
공통질문

사업화 소요기간



제3자 기술이전 실적, 추가투자, 신규 고용

장비시설 목록 현황, 수입금 현황, 활용현황, DB구축실적, DB
활용실적

인력양성 성과



인력양성 실적, 교육기반 조성 실적

기업지원 성과



기업지원 실적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신재생에너지 생산 실적



원자력 관련 과제인 경우, 본 과제로 개발된 관련 기술을

(고유항목)
에너지 관련 성과

적용하여 시설건설, 설비의 일부변경을 위해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인허가 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내용
주관기업/
실시기업



기업명, 기업형태, 종업원, 매출액

일반사항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224호(2019. 12. 31.)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2조의 3, 제32조의 4에 따른 “중단” 및 6에 따른
“불성실수행”인 과제, 주관기관의 휴·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국외 사례조사
□ (영국)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REF)21(평가대상:2013-2020)는 주요 예산배분 기구
(Funding Bodies)에서 2022~2023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일종의 평가 절차로 지난 REF14*(평가
대상:2008~2013) 이후 2번째로 수행되는 대규모 평가

* REF14의 경우 약 6,975개의 케이스 스터디 사례가 수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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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의 경우, UK 고등교육 예산배분 4개 기구*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34개로 분류된 연
구주제는 전문가그룹(학계관계자, 국제멤버, 연구 수혜자)에 의해 평가됨

* Research England, the Scottish Funding Council (SFC),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Wales (HEFCW), and the Department for the Economy, Northern Ireland
(DfE)에 의해 수행됨
○ 평가기준은 결과(outputs), 파급효과(impact), 환경(environment)로 이뤄짐
- 평가등급은 ’등급을 매길 수 없는 등급‘~ 별 넷’까지 분포*하며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전문가 그룹이 평가함

* ‘등급을 매길 수 없는 등급(당초 연구목적 대비, 국가적 수준 달성 미달)-별 하나(국가적
으로 인정받는 수준)-별 둘(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별셋(국제적으로 탁월한
수준)-별 넷(세계최고 수준)
<표 3-6> REF 평가지표 구분
구분

가중치

결과(Output)

60

내용


파급효과(Impact)
연구환경(Environment)

국제 수준에서 뒤처지지 않는 독창성, 중요도, 엄격성



* 종류: 논문, 특허 등 데이터
경제, 사회, 문화, 공공정책 및 서비스, 건강, 환경 등의 측

25
15

면에서 파급효과의 전달성(Reach)과 중요성(significance)
* 활동, 태도, 정책, 과정, 수혜자, 조직, 개인 등에 대한 이익
 다양한 학제 분야 연구환경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활력(vitality)’을 부여하는데 기여한 정도

* 출처: REF 2021, Guidance on Submissions, 2019

○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은 케이스 스터디 양식에 맞춰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과파급에 대
한 원인, 수혜자 분석 등을 기재
<표 3-7> 파급효과 케이스 스터디 양식
구분
Section A

Section B

상세내용


기관, 연구자, 평가단위, 파급효과 기간



파급효과 요약 및 핵심적인 파급효과 사항, 증거자료 등

- 어떠한 과정으로 연구가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는지 수혜자에 대한 상세
정보, 파급효과의 성격, 파급효과가 발생한 시점, 파급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지
표에 대한 자료

* 출처: REF 2021, Guidance on Submissions, 2019

□ TEKES (Impact Evaluation)
○ (개념적 틀) 정부투자로 인해 기업이 더욱더 혁신적이고(Innovative) 위험성 높은(Risky)
R&D 활동을 하게 되고, 해당 활동으로 인해 창출된 제품·서비스가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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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KES는 연구성과의 확산경로를 Inputs-Activities-Outputs-Impacts 나누고 경제, 환
경, 과학문화 등에 영향 모델을 제시함
⇒ 핀란드 지표를 참고해 아래와 같이 우수성과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를 신규
작성함
<참고: 주요 영향영역별 우수성과 심층분석가능 항목예시>

영향영역

우수성과 심층분석 항목 예시 (참고: TEKES 지표)
▶ 계량기준: 사업화, 기술료, 창업, 고용
▶ 분야 특수기준


경제/신산
업창출
(일자리)






우수성과가 각 산업 SECTOR 별로 크게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우수성과가 국가 신산업 창출에
기여했는가?
해당 우수성과는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인가?
우수성과가 해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가?
해당 우수성과가 기업 성장 발전의
Seed가 될 것으로 보이는가?

<경제신산업분야 영향분석모델>

▶ 계량기준: ▶ 분야 특수기준


환경분야




해당 우수성과는 국가 기후변화 역량에
기여하고 환경개선에 기여하는가?
해당 우수성과는 생물다양성, 친환경적
소비 등에 기여하는가?
해당 우수성과는 향후 국민건강 향상,
정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가능한 것인가?

<환경분야 영향분석모델>

▶ 계량기준: 연수, 인력양성
▶ 분야 특수기준


과학문화




국민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더욱 호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해당 우수성과는 이종분야의 연구자들
의 연구 협업을 지원했는가?
해당 우수성과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방
식으로 진행되는가?

<문화, 교육, 기술분야 영향분석모델>

* 출처: TEKES, Better Results and more value, 2011
□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 NEDO는 제품화된 상태, 중지된 상태, 비실시된 이유 등을 유형화하여 추적조사를 진행하
고 있으며, 우수성과 추적조사 조사 체계도 이와 같은 유형화 진행하는 것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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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NEDO 상세 추적조사 항목
구분

조사내용

사회적 공헌도
파악
상시・제품화분
(프로젝트 종료
후에 정한
목표단계를
달성한 경우)

운영관리 개선점
파악

기술개발전략에의
반영점 파악

조사항목
[당해제품의 비즈니스 전개]


상시 또는 제품화 예정시기, 상시 또는 제품화 대상



매출액, 시장점유율

[특허 및 파급효과]


특허 출원 및 등록 여부




고용창출효과, 기술파급효과
NEDO프로젝트의 목표설정, 추진체계, 실시



기간, 예산, 중간평가, 사후평가 등의 타당성

 프로젝트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당해기술 및 분야관련]


기술동향조사 실시 여부 및 타당성, 당해분야의 기술수
명주기 단계, 경쟁기술의 존재 여부 및 발생 시기

[일반적인 사항]
 참여동기, 기대되는 효과, 향후 참여 여부
[기관자체요인]

중단 또는
중지요인
파악



기관의 운영 및 기술개발 방침 변경



고객 개척의 곤란, 기술매각, 개발자의 이동, 퇴직 등

[프로젝트 요인]


프로젝트의 성과가 불충분, 사업의 추진방향이 부적정성

[기타]
개발목표 기술 및
제품에 관한 사항
실시 후 중지분

운영관리 개선점
파악

기술개발전략에의
반영점 파악

사회적 공헌도
비실시 요인 파악
비실시분

운영관리 개선점
파악




법, 제도 등의 변경, 시장성장 미비
기술 및 제품의 수준




기관자체에서의 위치, 사용유형(소비재, 자본재, 투자재 등)
NEDO 프로젝트의 목표설정, 추진체계, 실시



기간, 예산, 중간평가, 사후평가 등의 타당성

 프로젝트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당해기술 및 분야관련]


사업 재착수 여부, 기술동향조사 실시여부, 당해분야의
기술수명주기 단계, 경쟁기술의 존재 여부 및 발생시기

[일반적인 사항]



참여 동기, 기대되는 효과, 향후 참여 여부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여부





고용창출효과, 기술파급효과
비실시 결정시기, 비실시 원인
NEDO 프로젝트의 목표설정, 추진체계, 실시



기간, 예산, 중간평가, 사후평가 등의 타당성

 프로젝트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 출처: 최태진·안승구, 연구개발 종료과제의 추적평가에 관한 방법론 개발 및 적용,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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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6~09 우수성과 과제 특징 및 정량적 성과분석
<우수성과 과제특징>
□ 06~09 우수성과 과제 선정 지표 및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첫 시행연도인 06년 이후 제도
에 대한 수정이 이뤄짐
○ 06~09 우수성과 선정 당시 지표는 성과우수성 및 파급효과로 설정
○ 우수성과 선정 첫 해인 06년에는 우수성과 선발 대상과제가 03~05년도에 수행된 과제이며,
이에 계속 과제 기준 99년~00년 도에 착수한 과제도 존재
<표 3-9> 우수성과 지표 및 평가항목

2006

2007~2009

∙ 4개 분야(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 4개분야
평가분야 정보․전자)
∙ 연구기반조성
* 우수성과 선정 대상이 03~05년도 과제
* 전년도 과제 대상
평가항목

∙성과 우수성
∙성과 파급 효과

∙ 성과우수성
∙ 성과파급효과

○ 연구개발 단계 중, 기초연구 단계에 대한 수상은 06년 16% 수준이었으나 09년 들어 31% 수
준으로 늘어나는 등 변화를 보임

<연도별 우수성과 선정현황>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 성과관리 및 활용정책의 조망과 현황분석, 2018

<우수성과 정량분석>
□ 우수성과 중 기술료 및 사업화 매출이 상위에 있는 과제의 경우, 이후에도 경제적 파급효과의 지
속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우수성과 계속과제를 기준으로 06~09 기간 중 실적이 높은 과제
를 재정리함

62 • • •

제3부 우수성과 100선 우수사례 추적조사

○ 기술료 징수액의 경우 ‘당뇨치료제, 스마트자동차 관련성과’ 등이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남
○ 사업화 매출액은 ‘환경, 에너지’ 등 녹색성장 군에 대한 성과가 높게 창출된 것으로 보임
<우수성과 사업화 매출액 상위과제>
순위

기관

선정
연도

성과명

연구자

단계

1

고성능 자동차 서스펜션 개발

유영면

자동차부품연구원

2006

3.개발연구

2

중속엔진용 Fuel Injection Valve 개발

이상돈

프리텍

2009

3.개발연구

3

3차원 자동 안경렌즈 가공시스템 개발

심순용

휴비츠

2008

3.개발연구

4

교량 맞춤형 고성능 강재(HSB) 개발

윤태양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08

2.응용연구

5

오토힌지 제작공정의 최적 자동화 시스템 개발

구홍두

에스씨위너스

2008

3.개발연구

6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3방향 관절식 분기기 개발

이종민

한국기계연구원

2009

3.개발연구

7

고기능성 플라스틱 경량 윈드실드 개발

이혁렬

에스폴리텍

2008

3.개발연구

8

나노급 정밀도를 구현하는 다이아몬드바이트 개발

장동빈

신진다이아몬드공업

2006

3.개발연구

9

항공기 엔진의 핵심부품용 가스터빈 블레이드

장병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로스트왁스

2007

3.개발연구

10

진주광택 안료용 알루미나 개발

서금석

제이피에스 마이크로
텍

2008

3.개발연구

※ NTIS 조사분석 성과데이터 계속과제 기준이며 구체적인 기술료 징수액은 공개하지 않음

<우수선정과제 사업화매출액 순위>
순위

성과명

연구자

기관

선정
연도

단계

1

한국형 무인운전 고무차륜 경량전철시스템, K-AGT
개발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6

3.개발연구

2

자동차 외판용 GA강판 제조기술 개발

이용진

현대하이스코

2006

3.개발연구

3

곡선에서 강한 한국형 틸팅 열차

서승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7

3.개발연구

4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

김기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6

3.개발연구

5

고기능성 플라스틱 경량 윈드실드 개발

이혁렬

에스폴리텍

2008

3.개발연구

6

6인치급 하이브리드 다층 나노임프린트장비 개발

이재종

한국기계연구원

2009

1.기초연구

7

암세포의 영상화 및 약물 전달이 가능한 다기능성
나노입자의 개발

현택환

서울대학교

2009

2.응용연구

8

원자로 내부 육안검사 및 보수 작업용 로봇 개발

김승호

한국원자력연구원

2006

3.개발연구

9

3차원 자동 안경렌즈 가공시스템 개발

심순용

휴비츠

2008

3.개발연구

10

PDP(벽걸이형 TV)용 글라스 재료 개발

김 찬 규
(정경원)

대주전자재료(다이온)

2006

3.개발연구

※ NTIS 조사분석 성과데이터 계속과제 기준이며 구체적인 매출액은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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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9 우수성과 수상 이후, 지속적으로 우수성과 과제를 수상한 과학자 및 기업에 대한 목록은
아래와 같음
○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엘지에스, 웅진케미컬, 만도는 우수성과 다회 수상기업에 해당
<표 3-10> 우수성과 다회 수상 기업
선정부처

연구자명

기술분과

수행기관

연구수
행주체

산업자원부

손봉영

기계소재

금호타이어

환경부

장동호

에너지
환경

산업자원부

홍승모

환경부

성과명

선정연도

산

환경친화적 저중량, 고연비 승용차용
타이어 개발

2006

금호타이어

산

저탄소-저마모 친환경 타이어 개발

2015

에너지
환경

대우건설

산

이협희

에너지
환경

대우건설

산

환경부

이의신

에너지
환경

대우건설

산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심용식
이은미

엘지에스
엘지에스

산
산

지식경제부

김연수

웅진케미칼

산

국토해양부

윤성로

웅진케미칼

산

산업자원부

차항병

정보전자
기계소재
에너지
환경
에너지
환경
기계소재

만도

산

지식경제부

송준규

기계소재

만도

산

이상혐기공정의 축산폐수 적용을 통한
바이오 가스 생산 및 에너지이용기술
실증연구
폐기물을 청정 연료가스와 건자재로
전환하는 폐기물 가스화 용융기술 개발
슬러지 고온 용해 유기산을
외부탄소원으로 하는 수직형 MBR
고도하수처리기술 개발
LCD용 휘도향상 필름 개발
LCD의 고휘도 향상 필름 개발
염소 내구성이 부가된 역삼투 분리막
개발
해수담수화용 16인치 대형 역삼투
분리막모듈
지능형 차량 안정성 제어 장치 (ESP)
자동주차 및 차선유지 주행이 가능한
지능형 조향장치 개발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2006
2011

○ 연구자 10인*은 06~09 우수성과 수상 이후에도 유사 연구주제로 우수성과를 재수상 하였음

* 강봉균, 김영진, 김태환, 백성희, 이상엽, 이원재, 이윤근, 정종경, 차형준, 김효수
<표 3-11> 우수성과 다회 수상 과학자
선정부처

연구자명

기술분과

수행기관

연구수
행주체

성과명

선정연도

해양수산부

강봉균

생명해양

서울대학교

학

장기 기억 전환의 분자 스위치인
ApLLP의 발현을 통한 단기 기억의
장기기억 전환 기술 개발

2007

2016

미래창조과
학부

강봉균

생명해양

서울대학교

학

복합적인 기억 억제 기작 규명, 무선
생체 광 자극기 개발, ＳＨＡＮＫ2
유전자가 결실된 자폐증 모델
형질전환마우스 개발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강봉균

생명해양

서울대학교

학

뇌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 규명

2019

지식경제부

김영진

정보전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연

3G LTE/SAE 기술

2008

지식경제부

김영진

정보전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연

4세대 이동통신(LTE-Advanced) 시스템
개발

2011

교육과학기
술부

김태환

기계소재

한양대학교

학

복합형 나노소재를 사용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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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부처

연구자명

기술분과

수행기관

연구수
행주체

성과명

선정연도

과기부

김태환

기계소재

한양대학교

학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플렉서블
멤리스터와 플렉서블 인공 시냅스
네트워크 개발

2018

보건복지부

김효수

생명해양

서울대학교

학

成體줄기세포인 血管內皮-前驅細胞를
이용한 새로운 血管新生 療法의 개발

2006

보건복지부

김효수

생명해양

서울대학교

학

비만을 조절하는 핵심 수용체 최초 발견

2015

보건복지부

백성희

생명해양

서울대학교

학

암전이 억제유전자 발굴 및 조절 기전
연구

2006
2015

미래창조과
학부

백성희

생명해양

서울대학교

학

단백질 인산화에 의한 생체리듬 조절
신기능 규명
(수면장애치료제개발가능성제시)

과학기술부

이상엽

생명해양

한국과학
기술원

학

맨하이미아균 게놈 정보 해독 및
가상세포 개발

2006

미래창조과
학부

이상엽

생명해양

한국과학
기술원

학

합성 조절 RNA를 이용한 미생물
세포공장 기술 개발

2013

미래창조과
학부

이상엽

생명해양

한국과학
기술원

학

미생물을 이용한 가솔린 생산 기술
개발

2014

미래창조과
학부

이상엽

생명해양

한국과학
기술원

학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기반 화학물질
생산을 위한 산업미생물 개발 전략 개발

2016

미래창조과
학부

이상엽

생명해양

한국과학
기술원

연

의료용 바이오 플라스틱 PLGA 생산
미생물 개발

2017

학

장내 항상성 유지를 위한 공생세균과
장면역 시스템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의
규명

2009

교육과학기
술부

이원재

생명해양

이화여자대
학교

미래창조과
학부

이원재

생명해양

서울대학교

학

장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 물질
규명

2014

지식경제부

이윤근

정보전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연

네비게이션을 위한 행선지 음성인식
시스템

2008

미래창조과
학부

이윤근

정보전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연

English devide 해소를 위한 대화형
영어학습서비스「지니튜터」개발

2014

과학기술부

정종경

생명해양

한국과학
기술원

학

유전성 파킨슨병 원인유전자의 기능
규명

2007

교육과학기
술부

정종경

생명해양

한국과학
기술원

학

대사질환 유전자 AMPK의 기능규명

2008

국토해양부

차형준

생명해양

포항공과
대학교

학

홍합유래 생체접착소재 실용화기술 개발

2008

국토해양부

차형준

생명해양

포항공과
대학교

학

홍합접착단백질 기반 고강도 다기능성
복합나노섬유 개발

2012

<기타>
□ 주요 출연연 대표성과(홈페이지 개제), 클래리베이트 선정 상위 피인용 과학자, 연구재단 분석
노벨과학상 종합분석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06~09년 우수성과 추적조사 수상자 중 현재까지도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과학자를 식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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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자 현황 등 추적내용
□ 조사대상인 373개 과제에 대한 기본정보 및 최근 근황정보를 수집하므로 현재에도 이 과제가 과
학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연구 패러다임 변경으로 더 이상 연구하지 않는
과제가 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한 기초조사 추진함
○ 우수성과 수상 대표 연구자 근황* 및 최근 과제참여이력 등에 대해 조사, 현재에도 왕성한 연
구활동을 하는 연구자 파악 위해 연구자 수상경력 등 조사

* 근황파악 어려울 시 소속기관 연락, 또는 참여연구원 근황정보 획득
○ 우수성과의 성과확산 내용을 기사로 검색하여, 우수성과 수상 이후에도 활발히 연구를 진행
하고 있는 연구자와 연구주제 검색
○ 과거 선정 우수성과와 현재 혁신성장동력 기술 등 과학기술계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 간
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우수성과 과제 별 혁신성장동력기술 등과 연관성 표시 등
<표 3-12> 373개에 대한 기초조사 항목
기술분과
연구자
수행기관명
성과명
우수성과 과제
기본정보 분석

연구개발단계
우수성과선정연도
연구목표(NTIS과제정보)
연구내용(NTIS과제정보)
사례집_연구개발핵심
사례집_파급효과
기술료 및 사업화 성과(우수성과 계속과제 기준)
연구자 최근 소속기관
전화 및 이메일

우수성과 과제 최근
근황정보 수집

최근연도 과제참여이력 (NTIS)(3개년)
관련 기사 스크랩(기술 및 연구자 사전 조사)
국가과학자 및 우수과학자(클래리베이트 등)
기관 대표 우수성과 해당 여부
적용분야(혁신성장동력기술 등)

66 • • •

제3부 우수성과 100선 우수사례 추적조사

제2절 심층조사 대상 선별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운영 및 회의결과
1. 개요
□ (목적) 우수성과 선정(’06~‘09년)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과제 중, 심층 추적이 필요한 과제
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별 (약60건)
⇒ 심층 사례조사 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확산 실적*과, 성과확산 경로**를 조사·인터
뷰하고 대국민 홍보 준비 (약30건)

* 과학․기술․경제․사회․인프라 등 성과발현으로 인한 과학기술적 영향력, 경제사회적 파
급효과, 사회문제해결 정도
** 성과 관리·활용 조직·인력, 방법·시스템, 관련 개선노력
□ (일정) 4개 분과(오전·오후)별 개별회의 추진(4.23일~4.24일)
□ (1차 회의내용) 위원장 호선, 분과별 업무배분, 추진일정 공유

2. 전문가위원회 구성(안)
□ 분과별 추적조사 대상과제
○ 우수성과 선정 이후 10년 이상(’06~‘09년) 경과한 과제 400여건 중 보안과제·연구개발
기타 단계* 등을 제외한 373건

* 기타단계 중 일부 연구기반 조성 및 시설장비에 해당하는 사안은 검토
□ 분과구성 및 운영
○ 4개 기술 분과별 4~5명의 위원(2배수 선정)이 분과별 심층조사 과제 대상 60여건 선정(위원
장 조율)

※ ‘국제협력·시설장비·연구기반조성·인력양성’ 분과는 내용 고려해 기술분과 이동
※ 기초(89개), 응용(94개), 개발(179개), 기타(11개)
<표 3-13> 1차 운영위원회 심층조사 대상과제 선별 목표
선정기준

2006

2007

2008

2009

대상합계

위원수

심층조사과제
대상 선정(수)

1.정보전자

27

26

22

17

92

5명

17

2.기계소재

23

28

31

29

111

5명

18

3.생명해양

28

21

31

31

111

5명

18

4.에너지환경

16

17

12

14

59

5명

9

총합계

94

92

96

91

373

20명

62(조율)

□ 자문요청 사항
○ 추적조사 대상 과제 선별
- 할당된 과제(1인당 20건~30건)를 검토하고, 선별기준(붙임2)에 따라 과제별 심층조사 필
요 ‘대상 또는 비대상’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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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별로 선정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활용분야·우수성 등 간략한 심층조사 필요 이유 제시
- 국민체감 분야(붙임2)에 관한 사안 검토 및 제시
- 위원장은 분과별 심층조사 대상과제 수를 조율하고, 위원별 의견을 취합해 종합의견 제시
○ 성과확산 개선사례 선정
-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기술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사회문화·규
제, 경제요인)에 의해 기술의 성과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안타까운 과제를 1인
당 1~2건 추천

3. 선별기준
□ 심층조사 대상 선별기준
○ (과학기술 개발효과) 현재 시점에서 기술의 전파력, 기술수준 향상효과, 기술개발 촉진효과
등 기준으로 대상과제 선별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사례집에서 제시한 파급효과 및 당초 기술개발 목표에 비견하여 ’경
제 활성화 효과, 산업간 융합 효과, 국민경제 파급효과‘ 등을 성취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선별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심층 조사대상 선별 기준>
항목

과학
기술
개발
효과

경제
사회적파
급 효과

세부항목

내용

예시

개발기술의
전파력

개발된 기술 및 과학적 지식 등이
현재 사회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정도(범위와 깊이)

기술이 현재 실용화되어
사용되는 정도, 기술의 대중성

기술개발
촉진효과

관련분야 후속 기술개발 및
연구 활성화 기여도

관련분야
후속연구 촉진, 현재 상용되는
기술의 지식기반이 된 경우 등

기술수준
향상효과

관련분야 기술수준
향상 기여도

기술역량 향상 등

경제 활성화
효과

혁신과 재능을 기반한 경제발전
기여도, 관련분야 산업 경쟁력 기여도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지도 등

산업간
융합 효과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기여도

창업, 일자리 창출,
교육 수준 향상 등

사회문제 해결
효과성

연구성과가 국민 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개선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국민 복지 증진,
공공서비스 개선, 지역경쟁력
강화 등

□ 심층조사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최종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민 활용도가 높은 기술에 대해 우선 선별
-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국민생활 변화, 질병대응 기술, 혁신성장동력 기
술 등 검토 요청
○ 직·간적접인 연구성과의 종류와, 그 확산경로*는 매우 다양하기에 ’기술발전의 흐름**, 연
구인력의 이동, 연구계 평가‘ 등 다각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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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의 전과정 완성(기초→응용→개발→실용화)에 의한 성과확산, 인력이동에 의한 지식전
파/이전, 암묵지적 기술의 전수
** CDMA는 현재 시점에서는 구시대의 기술이지만, 향후 LTE, 5G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지식 및
인프라 기반이 됨
<표 3-14> 심층 추적조사 대상 선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국가전략
프로젝트
(9대과제)

*

혁신성장동력

삶의질 관련 기술

추적조사 대상 고려필요 기술

(13대분야)

(미래전략보고서 7개)

(국민체감분야)

빅데이터

1. 빅데이터
2. 차세대통신 및 모바일기기

차세대통신

※ IoT, 5G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확산

인공지능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자율주행

4. 자율주행 및 항공우주

드론

5. 드론

정밀의료

맞춤형 헬스케어

뇌·신경·혈관 질환 예방
및 극복
스마트 헬스케어의
보편화
만성질환·난치병 맞춤형
치료기술 개발

3. 인공지능

6. 맞춤형 헬스케어 및
질병대응
※ 감염성 질병대응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스마트 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7.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가상증강현실

증강현실을 활용한
첨단문화 인프라 조성

8.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9.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10. 지능형반도체

경량소재

첨단소재

바이오신약

혁신신약

탄소자원화

신재생에너지

11. 첨단소재
※ 소재부품
12.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안정적
수급 및 활용 확산
온실가스 예방 및
저감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체계적
재난재해·환경오염 대응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 Untact 기술, e-learning

13. 신재생에너지

14.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및 환경오염
※ 미세먼지

* 국가발전 및 경쟁력 확충과 직결되고,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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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추적조사 대상 고려 필요기술 상세 설명

구분
1. 빅데이터

주요 핵심기술 세부종류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등 기반기술과 데이터 분석 관련 분야

2. 차세대통신 및
모바일기기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유선 인터넷, 사물인터넷 융합, 차세대 초소형IoT,

※ IoT, 5G
3. 인공지능

인간의 인지능력과 학습 추론 등 지능을 구현 가능한 기술 분야

4. 자율주행 및

인프라(도로, 통신)등과 연계하여 운전자 주행 조작을 최소화시키는

항공우주

자동차주행 관련 분야, 그 외 항공 우주 분야

5. 드론
6. 맞춤형 헬스케어
및 질병대응
※ 감염성 질병대응

무인으로 원격, 자동 및 반자동 비행을 하는 비행체 및 이를 제어하는
지상통제장비 관련 분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IoT, AI 등의 기술이 융합된 첨단 의료
관련 분야, 질병치료, 감염성 질환대응 등

7. 스마트시티
※ Untact 기술,

지능형 ICT를 접목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도시구축 관련 분야

e-learning
8. 가상증강현실
9. 지능형로봇
10. 지능형반도체
11. 첨단소재
※ 소재부품
12. 혁신신약
13. 신재생에너지
14.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및
환경오염 대응

가공의 현실에서 감각·인지를 확대한 가상현실(VR) 및 현실세계에
가상 객체나 정보를 투입한 증강현실 관련 분야(AR)
제조, 의료, 안전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한 로봇 분야
인식·추론·학습·판단 등 인공지능 처리 기능을 탑재하고 초지능·초저전력
기반에 최적화된 반도체 분야
새로운 물리·화학적 결합 또는 신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신물성의 소재
관련 분야
의약품 전분야(바이오/합성/천연물)의 신약 파이프라인, 융복합 플랫폼 기술
분야
기존의 화석연료, 원자력이 아닌 신+재생 에너지 분야
자연 및 사회 재난 발생징후를 정보통신기술 등 활용하고 감시, 경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 수질오염, 생태계 복원 등

4. 회의결과
□ 자문위원 간의 토의를 거쳐 심층조사 대상과제 88건을 선별하였음
○ 기존 목표는 60여건 정도였으나 심층조사 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부족, 위원 간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88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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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1차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통해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 추천과제

분과

추적조사 대상합계
2006

2007

2008

2009

합계

27
23
28
16
94

26
28
21
17
92

22
31
31
12
96

17
29
31
14
91

92
111
111
59
373

1.정보전자
2.기계소재
3.생명해양
4.에너지환경
총합계

심층조사 대상과제(건)

위원수

4
5
5
5
19

목표

실제추천

17
18
18
9
62

30
16
31
11
88

제3절 연구자 대상 성과활용현황조사 등 주요 설문
1. 연구자 대상 전수 설문조사
□ (목적) 우수성과 선정 이후 10년 이상(’06~‘09년) 경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후속 성과확산 내
용 및 성공요인 조사, 그 외 연구자의 대국민 홍보활동 참여여부에 대해서도 의견 타진

※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성과 유무/종류, 성과확산 경로 및 애로사항 조사
○ 추적조사 대상 기간(‘06~’09) 373건에 해당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전수 이메일 설문조사
추진
<표 3-17> 우수성과 추적조사 전수설문 구성
구분
0.설문자 기본정보
1.수상 이후 정성적 성
과확산
2.자유홍보하고 싶은
내용

3.성과확산경로

4.성과발생현황
5.성과확산 성공요인
6.성과확산
애로사항



질문의도
성명 및 소속기관, 연락처 등 기본정보 재확인



우수성과 수상 이후 관련 연구 추진 지속성,
기술이전/실용화 등 파악





정성적 성과확산 내용 구체화
연구자 홍보 의사 파악
스토리텔링 자료 활용



성과확산 정도 및 자유홍보 내용과 연계한
경로파악






과학·기술적 성과발생·확산 현황
경제적 성과발생·확산 현황
사회적 성과발생·확산·확산 현황
우수성과 후속연구 추진, 시장진입 시 주된
성공요인 분석



실용화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은 연구자, 성과
확산에 성공한 연구자 모두를 대상으로 애로
사항 조사

참고문헌

일본NEDO추적조사 양식
일자리진흥원 기초연구 추적
조사

위원 의견
정동덕, 연구자 중심 성과관리
활용체계 구축, 2011
임채윤, 기초원천연구 성과의
확산 경로 조사, 2017
국가R&D표준 성과지표(안)
조현정, R&D성과관리 및 활
용정책 조망과 효과,2019
산업부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조현정, R&D성과관리 및 활
용정책 조망과 효과,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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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추적조사 대상 기간(‘06~’09) 373건에 해당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전수 이메일 설문조사
추진
- (목적) 성과확산 관련 시사점 도출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층조사 대상 선별
- (구성) 우수성과 이후 과제 발전사항, 성과확산 경로, 성공요인 및 애로사항, 본인 성과에
대한 자유홍보
- (현황) 응답률이 낮은 상황으로 전문가 추천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전화연락 중에 있음

(5.28~6.4)
* 약 80여명은 신상변동(정년퇴임, 사망) 등으로 연락 어려움

2. 성과활용현황조사 및 우수매출 기업 조사
<성과활용현황조사>
□ (목적)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종류, 파급효과에 대한 정보 획득, 파급효과가 나기까지의
경로, 우수성과 성과확산 성공 및 실패요인 등에 대해 조사함
○ 전문가 추천 과제(88건) 대상 성과활용현황 조사서 제출요청 (‘20.06.10~6.30)
□ 성과활용현황조사서 취합 결과
○ (회수현황) 성과활용현황 조사서에 대한 회신은 44건
<표 3-18> 성과활용현황조사 제출현황

제출 현황

대상개수

회신

44

연락처 미상

10

거부의사 및 답신없음 (폐업, 기업비밀 등)

34

총합계

88

○ (제출내용) 주요 출연연 및 대학 위주로 회수 된 상태이며, 분과별로는 대상의 절반 정도가
회수
- ETRI(10개) 및 서울대(6개)로 응답자의 42%임.

※ 당초 우수성과 추적조사 대상 373개 중에서 ETRI 41개, 서울대 35개 수준
- 기계소재 분과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비교적 다른 분과에 비해 대기업 성과 추천이 많
아, 연락처 미상으로 회수가 어려웠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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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기술분과 구성

<표 3-19> 연구주체 구성
주체

대상

회수

산*

21

3

연

36

23

학

31

18

총합계

88

44

기술분과

대상

회수

1.정보전자

30

15

2.기계소재

16

7

3.생명해양

31

15

4.에너지환경

11

7

총합계

88

44

* 하동녹차연구소, KPE(Kyngdong Photovoltanic Energy), 쎄미시스코
○ (수상이후 성과확산 정도) ‘관련 연구 지속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또는 ‘실용
화에 성공하여 경제·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에 답변한 연구자는 36명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사례,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
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이 발생한 과제를 위주로 심층조사 진행
<표 3-21> 연구자 답변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발생 현황 유형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발생 및 확산 현황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



실용화는 성공하였으나, 성과확산이 어려워 파급효과가 작음



주된 연구주제 변경으로 관련 연구 중단

복수체크 답변 정리
36명
(성과활용 15명)

8명

<성과확산이 어려웠던 우수성과 과제 유형 검토>
○ 그 외 ‘실용화는 성공하였으나 성과확산이 어려워 파급효과가 작음, 연구주제 변경으로 연구
중단’ 등의 사례의 경우, 연구자 응답내용 및 일부 인터뷰를 통해 성과확산 애로사항을 정리
- 주된 어려움은 후속연구 및 자금지원 문제가 가장 컸음, 우수성과 수상 과제 임에도 불구
하고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수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더라도 시장에서 기술이 채택되지 않은 사유가 많았음(가격 및 협력
파트너와의 문제)
- 그러나, 성과확산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기술개발을 역량을 기반으로 다른 연구 주제
에서 연구성과를 이루거나 성과확산된 경우 또한 존재 하였음
- 시장을 염두해 둔 기술개발 기획이 중요한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우수성과 연관기업 매출조사>
□ 기업의 경우, 현재 담당자 연락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성과활용현황 조사서 회수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우수성과와 관련된 매출이 높은 기업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 이후 그들의 연락처를
찾는 방식으로 조사 진행

• • • 73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 조사에 응하는 기업만을 조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우수성과 연관 매출이 높은 기업 조사현황>
기술분과

1.정보전자

우수성과명

270Mbps IEEE 802.11n
MODEM 개발

연도

기관

연구자

ETRI
2006

(뉴라텍/

성과현황
연구자창업

이석규

뉴라콤)

미국지사 운영
IPO준비 중
PI필름 및

2.기계소재

고내열 폴리이미드(PI) 필름용
전구체 및 필름 개발

2006

SKC
(PI첨단소재)

심영주

바니쉬는
PI첨단소재 주
사업영역

2.기계소재

2.기계소재

2.기계소재

2.기계소재

1.정보전자
3.생명해양
3.생명해양

3.생명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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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외판용 GA강판
제조기술 개발

지능형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
ESP System 개발
첨단 제어기능의 B787
SEMAS

구동시스템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용
KT-1 항공기 개발
초고용량 리튬 이차전지 개발
리본·LC-안티센스‘디지털
유전자 스위치’개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의약품
개발
DPP IV 억제제를 이용한 신규
당뇨치료제 제품화

2006

2006

2007

2007

2009
2006
2006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만도
(한라)

한화

KAI(한국항공
우주산업)
삼성SDI
계명대학교
(웰진대표)
휴마시스

GA강판 생산능력
이용진

증대추세
(공장건설)
만도 주요

차항병

사업영역으로
자리잡음

이성택

최근 보잉계약
국내최초 항공기

장성섭

동남아/남미 지역
수출

김근배

삼성SDI 주력사업

박종구

연구자창업

차정학

코스닥 3년차기업
코로나키트 개발
제미글로/제미매

2009

LG생명과학

임현주

트 합산 18년
매출 8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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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심층조사 대상 선별을 위한 총괄위원회 운영(30선)
□ (목적) 연구자가 제출한 ’성과활용현황 조사서(44건)와 ’우수성과 관련 기업매출‘ 등을 종합
해 후보군을 세분화(1~3유형)하고 현장토의로 심층조사 대상 과제 선별 작업 진행
□ (방법) 성과활용현황조사서 상 연구자 답변 내용, 기업성과 등을 토대로 유형화
○ (1유형) 성과활용현황조사서에 ’연구성공으로 성과활용(15건)‘ 표시
○ (2유형) 성과활용현황조사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우수성과와 관련된 매출 성과가 명확하
여 심층조사 대상이 필요한 기업체(6건)
○ (3유형) 성과활용현황조사서에 ’지식증진·기술확산 기여(21건)‘라고 답변

□ (결과) 연구자·기업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선별 목표치인 30건에 5건을 추가
해 심층조사 대상 35건 선정
○ (1유형) 심층조사를 진행하되 연구자 은퇴, 일부 홍보소재가 진부할 수 있다는 점 등 고려
○ (2유형) 기존에 목록화 된 기업매출 우수 과제 외에, 삼성 SDI 및 LG 생명과학 과제*를 심층
조사할 것을 추천

* 삼성SDI의 리튬 이차전지 개발은 산업부에서 00년대 다수 투자한 과제이고, LG생명과학
의 제미글로도 임상단계부터 국가R&D를 수행하여 의미 있음
○ (3유형) 전문가 위원회 3인 이상에게 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과제와, 건강·질병에 대한 국
민의 높은 관심도를 고려하여 생명해양 분야 과제를 우선적으로 심층조사 대상 과제로 선정

* 과학기술개발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평가(6점 만점)
<표 3-22>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 후보군 선별 현황

분과

전체대상

전문가추천

1.정보전자
2.기계소재
3.생명해양
4.에너지환경
총합계

92
111
111
59
373

30
16
31
11
88

후보군 세분화
1유형
2유형
3유형
7
2
2
3
5
2
3
1
7
2
1
15
8
12

후보군합계

11
10
11
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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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조사 대상 목록은 아래와 같음
<1유형: 성과제출현황 조사서 상, 우수성과가 성과활용 되었다고 답변한 연구(15개)>
기술분과
1.정보전자
1.정보전자
1.정보전자
1.정보전자
1.정보전자
1.정보전자
1.정보전자
2.기계소재

2.기계소재

2.기계소재

3.생명해양
3.생명해양

3.생명해양

4.에너지환경

4.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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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명
초고속 광가입자망 기술 개발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시스템
From To K-E/PAT 개발
개방형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
(LBS) 핵심기술 개발
세계 최초 3.9세대 이동통신 시
스템 기술 개발
지능형 식각종말점 탐지시스템
개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위한 음성
인식 기술 개발
유비쿼터스 건강관리용 모듈/시
스템 개발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
이동형 광대역 위성 VSAT 시스
템

개발

수소저장이 가능한 스폰지 구조
의

탄소섬유 개발

자기 줄기세포를 이용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혈관재생법 개발
홍합유래 스마트 생체접착소재
실용화기술 개발
녹차의 과학화, 산업화를 위한
하동녹차연구소 구축
한반도 미래 기후변화 전망에
관한 과학정보 생산
동위원소 생산용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핵심기술 개발

연도
2006
2006
2006
2008
2008
2008
2009
2006

2006

기관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쎄미시스코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
구원

연구자
김봉태
박상규
박종현
김영진
이순종
이윤근
박선희
김기환

성과현황
이더넷폰 기술
상용화
한국 AI분야
프론티어
재난안전문자
원천기술
LTE 시스템 개발
반도체 기반기술 및
무인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지니튜터 개발
심혈관 AI 등
관련기술 개발
KTX 산천
해군위성통신, 수출

이호진

천리안위성개발
기반
피인용우수

2008

인하대학교

박수진

과학자(연구재단),
수소저장 시스템

2006

서울대학교

김효수

2008

포항공과대학교

차형준

줄기세포 치료제
홍합접착제 기반
상처봉합
UN FAO 사이트소개

2009

하동녹차연구소

정강원

100만불 수출
차엑스포(22년)개최

2006

기상연구소

권원태

기상청 기초 자료
희귀방사성

2006

원자력의학원

채종서

원소생산
국제협력 등

제3부 우수성과 100선 우수사례 추적조사

<2유형: 우수성과 연관 매출이 높은 기업(8개)>
기술분과
1.정보전자

2.기계소재

2.기계소재

2.기계소재

2.기계소재

2.기계소재
1.정보전자*
3.생명해양*

우수성과명
270Mbps IEEE 802.11n
MODEM 개발
고내열 폴리이미드(PI) 필름용
전구체 및 필름 개발
자동차 외판용 GA강판
제조기술 개발
지능형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
ESP System 개발
첨단 제어기능의 B787
SEMAS

구동시스템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용
KT-1 항공기 개발
초고용량 리튬 이차전지 개발
DPP IV 억제제를 이용한 신규
당뇨치료제 제품화

연도

기관

연구자

ETRI
2006

(뉴라텍/

연구자창업
이석규

뉴라콤)
2006

2006

2006

2007

2007
2009

SKC
(PI첨단소재)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만도
(한라)
한화
KAI(한국항공
우주산업)
삼성SDI

성과현황
미국지사 운영
IPO준비 중
PI필름 및 바니쉬는

심영주

PI첨단소재 주
사업영역

이용진

GA강판 생산능력
증대추세(공장건설)
만도 주요

차항병

사업영역으로
자리잡음

이성택

최근 보잉계약
국내최초 항공기

장성섭

동남아/남미 지역
수출

김근배

삼성SDI 주력사업
제미글로/제미매트

2009

LG생명과학

임현주

합산 18년 매출
856억원

* 주황색: 전문위에서 추가적으로 심층조사 대상으로 추천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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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형: 성과제출현황 조사서 상,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에 기여했다고 답변한 연구(12개)>
기술분과
*

1.정보전자

우수성과명
펨토초 초고출력 펄스
레이저 개발 및 응용연구

연도

기관

연구자

IBS 초강력
2006

광주과학기술원

이종민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나노소재 활용
2009

한양대학교

김태환

1.정보전자*

주택용 3kW급 저가 고효율
태양전지
산화물반도체를 이용한
투명전자소자 개발

2007

2009

성균관대학교
(KPE)
한국전자통신연
구원

이준신

전달이 가능한 다기능성

조경익

맨하이미아균 게놈정보 해독
및 가상세포 개발

2009

서울대학교

현택환

2006

한국과학기술원

이상엽

2007

서울대학교

강봉균

2006

서울대학교

백성희

기억력 향상 단백질 ApLLP
3.생명해양**

발현을 통한 장기 기억 전환
기술

3.생명해양**

암 전이 억제유전자 KAI1의
작동기전 연구
장내 항상성 유지를 위한

3.생명해양**

공생세균과 장면역시스템간의

2009

서울대학교

이원재

2007

한국과학기술원

정종경

2009

성균관대학교

김형식

2006

극지연구소

강성호

상호작용 메커니즘의 규명
3.생명해양**

3.생명해양***

3.생명해양***

유전성 파킨슨병
원인유전자의 기능 규명
화학물질의 규제독성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제시
극지 천연결빙방지물질 개발

양산효율 기여
투명디스플레이
발굴

나노입자의 개발
3.생명해양*

기업 태양전지
TFT 기술개발 견인

암세포의 영상화 및 약물
2.기계소재*

3차원 인공시냅스
원천기술 개발

소자 개발
4.에너지환경*

레이저과학연구단
초기 성과

복합형 나노소재를 사용한
2.기계소재*

성과현황

균일한 나노입자
생산
미생물 기반 숙신산
대량생산
신경세포 시냅스
관련 과학적 발견
암억제 유전자 발현
조전 기전 규명
장내 미생물
조절기전 연구
파킨슨병 분자기전
연구
중금속 노출 민감도
평가
친환경 동결보존제
개발

* 전문위 3인 이상에게 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제
** 과학적 성과가 탁월하고(우수성과 다수 수상자)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생명해양 과제
***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으로 추천한 생명해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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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조사 대상 35건에 대한 조사 양식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주요 의견
은 아래와 같음
○ 우수성과 선정 이후, 성과활용․확산 내용, 성과확산 경로, 성공요인 파악과 애로사항 등으로
심층내용 설문 구성

※ 주요 애로사항 인터뷰: 계속과제 중단, 법제도와 시장성장 미비
→ 연구자 본인, 성과확산 수혜자에 대한 인터뷰 추진 등 검토
○ 기술발전과 사회발전 현황을 동시에 조사하여 스토리텔링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각 과제 별
로 충분한 사전조사 요망
○ ETRI 등 출연연은 공식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기업의 경우, 기업 홍보실에
문의하는 등 조직 단위 접근 필요

※ 대학은 조직보다 연구자 개인을 접촉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임
○ 연구자가 우수성과 이후 ‘연구를 중단했거나 실용화는 성공했지만 성과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경
우’ 등에 대해서도 심층조사(실패사례)
○ 인터뷰 시, 연구자가 국가R&D를 통해 얻은 이점 등을 항목에 추가
○ 홍보 시, 인물중심으로 홍보하기보다 과학기술 성과중심 홍보필요
- 과학적 성과는 탁월하지만 국민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 중심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음
- 하지만, 이달의 과학기술인 등 유사한 홍보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특정인물 홍보 시에 과
학계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음

※ 유명과학자의 경우 되도록 카드뉴스로 홍보하는 방안 검토
- 유명과학자라도 일반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에 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홍보도
검토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
○ 과학기술 성과의 본질을 훼손하여 스토리텔링 위주로만 홍보한다면 과학자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어렵더라도 국민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제공해야 함
○ 집중 홍보대상 10건 선정 시, 한림원에 검증 요청 검토
- 시범사업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일이기에 공식적 검증 작업을 진행할
것을 추천
- 한림원에는 해당 선정 과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정도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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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수성과 30선 심층 추적조사
제1절 심층 추적조사 개요
1. 추진 목적 및 내용
(1) 추진 목적
□ 과거에 선정된 우수성과가 현재 어떻게 활용·확산되고 있는지 심층 추적조사·분석하고
이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제공
○ 우수성과 선정 후 성과의 활용 및 확산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홍보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개선방안 도출

(2) 추진 범위
□ 우수성과 100선 인터뷰·심층사례 조사양식 마련
□ 우수성과 100선 30건에 대한 심층조사 진행
□ 최종 10건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구성
□ 추적조사 방식 및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그림 3-5] 심층 추적조사 추진 범위

2. 추진 전략 및 방법
(1) 추진 전략
□ 효과적인 심층 추적조사를 위해 타 기관 등의 사례를 참고, 조사항목 구성 및 조사지를 설계
하고 심층 추적조사를 진행, 홍보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추적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80 • • •

제3부 우수성과 100선 우수사례 추적조사

○ 해외 과학 관련 기관의 사례 조사 및 국내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추적조사 등을 벤치마킹
하여 심층 인터뷰 진행의 조상항목 및 조사지를 구성함
○ 설계된 조사지를 기반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연구자 방문, 추가
홍보자료 콘텐츠 취합 등), 기술 발전· 흐름, 성과 파급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함
○ 최종 10건의 우수성과에 대해서는 전문작가그룹을 활용,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구성함
○ 심층 추적조사 과정 중 파악된 개선요소에 대해서는 향후 추적조사 방식 및 체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

[그림 3-6] 심층 추적조사 추진 프로세스

(2) 세부 추진 방법
① 심층 추적조사 조사지 설계 방향
□ 기존 우수성과 100선의 과제 및 성과기본정보 항목을 검토하고,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심층
추적조사 항목을 설계, 최종 결과물인 홍보 콘텐츠 반영을 고려하여 조사지를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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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심층 추적조사 조사지 설계 방향
□ 해외 사례, 국내 연구관리 전문기관 추적조사 등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국가사업 성과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 및 지속적 지원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에 확산·보급하는 다각적
인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성과의 파급효과, 확산 가능성, 개발효과 등 주요 항목 검토)
<표 3-23> 우수성과 활용 확산 주요 사례
구분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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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연방연구컨소시움(Federal LavoratoryConsortium, FCL)
- 300개의 연방실험실, 부처 등의 성과의 상업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교육 및 장치 등 다양한 자원
제공하고, 성과활용과 관련하여 범부처 연계 활동과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추진
- 정기간행물인 ‘Tech Focus’ 발간을 통하여 기술소개 및 관계자 행사 등을 추진
* 정기간행물, 홍보콘텐츠의 인프라화를 지속 추진
▪과학기술정책국(Office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 연방정부 수준에서 R&D 협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포럼개최백서 발간 등을 통하여 기술이전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파급효과를 규명하는 다양한 노력을 강화
* 성과홍보 확산 및 파급효과 규명
▪국립과학재단(NationalScience Foundation, NSF)
- 연방 정부의 기초분야 과학기술 연구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써, 진행 중인 과학기술 연구의 내용
및 미래 활용방안을 대중에게 제공하는데 집중
- (캘리포니아주 성과확산 사례) 1980년대부터 농작물 생산 및 제조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자 조작 식품 기술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
* 대국민 확산 방안 마련 후 시행
▪문부과학성(MEXT), 과학기술진흥원(JST)가 중심이 되어 국가 R&D 성과물 활용에 관한 주요 계획
등을 마련
- 향후 계획, 과학기술연구지원에 바라는 점 등 성과물 활용 주안점 마련
▪NEDO의 경우 종료 후 목표달성 관점과 실시 후 중지 관점, 비실시 관점에서 다양한 요인을 파악
- (종료 후 목표달성) 사회적 공헌도 파악, 운영관리 개선점 파악, 기술개발전략에 반영점 파악
- (실시 후 중지) 중단 또는 중지요인 파악, 개발목표 기술 및 제품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 개선점
파악, 사회적 공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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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비실시) 비실시 요인 파악, 운영관리 개선점 파악

중국
국내
(농진청)

▪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 과학기술부 산하기구로써, 국민 대상 과학기술 홍보 및 보급과 국제연구 및 전시를 통한 과학성과의
홍보를 주요 업무로 함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창출된 신기술을 농업현장에 보급·확산하기
위해 매년 추진
▪연간 우수신기술(120여 개) 지역에 시범운영하고,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평가를 실시

국내
(부산시)

▪2015년~2017년 수행과제 중 우수 R&D를 발굴·선정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
▪학술적 성과 16건, 경제적 성과 7건, 사회적 성과 7건을 선정하여 사례집(‘18.9월) 발간

국내
(환경부)

▪환경 R&D 우수성과를 홍보하여 대국민 관심 향상에 집중
▪2019년 국제환경산업기술&에너지전과 연계하여 우수성과를 전시회·포럼 개최를 통해 홍보
▪우수성과 20선 카드뉴스, 포럼 참여자 인터뷰 및 현장적용 우수사례 등을 온라인으로 병행 홍보

② 심층 추적조사 조사 항목
□ 본 과업의 홍보기초자료는 사실에 기반한 감성적 소구가 가능하도록 확보하는 것도 중요
함을 감안, 해당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구성하여 조사지에 반영함
○ 연구자, 성과 활용·확산 실적, 성과확산 경로, 애로사항, 감성적 소구 등 확인과 심층 추
적조사·분석 목적에 부합된 조사 항목을 구성함
○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주요 항목을 반영,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과학적·기술적
파급효과, 사례의 확산 가능성·창의성·구체성·충실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함
□ 심층 추적조사를 위한 조사지는 아래의 주요 관점을 반영, 심층 추적조사 인터뷰 진행 시
활용 및 조사 항목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제공하여 심층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임
<표 3-24> 주요 조사 항목
구분
기본정보

우수성과 도출 후
히스토리

주요 환경변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대표성과

주요 내용
▪10여 년간 연구/사업화 발전에 따른 주요 사항 및 기본정보 파악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장애요소 극복 여부 및 필요사항
▪정부차원의 성공도움 요인, 도움 필요 요소
▪연구자 및 부서 변경 등 히스토리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방법
▪예상된 파급효과 실현 정도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 가치
▪비가시적 성과(사회문제 해결 등)
▪논문, 특허, 사업화, 수출, 기술이전 등
▪대외적 보도자료, 수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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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층 추적조사 인터뷰
□ 우수성과 선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과제(373건) 중 선별된 30건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
심층 추적조사 인터뷰를 진행함
○ 우수성과 선정 이후 기술 발전·흐름, 성과 파급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
당 우수성과의 연구책임자, 실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대면/비대면)를 2020
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함
○ 심층 인터뷰의 경우 관련 연구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전문가(인터뷰어)를
투입, 연구성과 등을 충분히 숙지/교육 후 심층 인터뷰가 진행되도록 유도함
○ 선별된 30건에 대해 조사 사전 안내, 일정 조율, 심층 추적조사 조사지 발송 등 업무 프로
세스를 세분화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함
○ 심층 인터뷰 후 우수성과 확산 관련 추가 자료 등을 요청, 홍보기초자료를 최대한 확보함
□ 우수성과 30건에 대한 심층 인터뷰(대면/비대면) 업무 프로세스는 총 5단계로 추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단계) 심층 인터뷰 안내(이메일/전화)

‑ 사전 조사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반영, 관련 연구자 추가 파악 및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심층 인터뷰 대상자를 최종 확정함(37건 후보군을 대상으로 30건 확정)

‑ 확정된 심층 인터뷰 대상자인 우수성과자(연구책임자, 실무책임자 등. 이하 ‘우수성과자’)
에게 협조 공문 송부, 심층 인터뷰 취지 및 조사방법 안내 등 심층 인터뷰 협조를 요청함
○ (2단계) 심층 인터뷰 일정 조율

‑ 우수성과자와 심층 인터뷰 가능일자 및 장소 등을 조율한 후, 심층 인터뷰 경험이 풍부
한 심층 인터뷰 담당자(인터뷰어)를 배정함

‑ 심층 인터뷰 담당자(인터뷰어)는 연구 개요 및 기술, 시장환경 등을 사전 파악하는 한편
심층 인터뷰 진행 전, 우수성과자에게 일정을 재확인함
○ (3단계) 심층 추적조사 조사지 발송

‑ 심층 인터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성과 관련 사전 취합자료 및 추가 검색 자료 등을
심층 추적조사 조사지에 사전 반영함(연구 확산 정보 및 우수성과자 최근 근황 등)

‑ 관련 정보가 반영된 심층 추적조사 조사지를 우수성과자에게 발송, 사실관계 확인 요청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 준비를 요청함
○ (4단계) 심층 인터뷰 진행

‑ 우수성과자를 대상으로 우수성과 선정 후 히스토리 및 주요 환경변화, 경제적·사회적 파
급효과 및 비가시적 성과, 대표성과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함

‑ 체계화된 조사지 기반의 인터뷰 진행과 동시에 형식화할 수 없는 영역(감성적 관점 등)을
확인, 스토리텔링화할 수 있는 소재를 확인함
○ (5단계) 추가 자료 및 향후 진행사항 협조 요청

‑ 심층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자료, 관련 문서 등을 요청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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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심층 인터뷰 Process

④ 홍보기초자료 구성 및 개선방안 제시
□ 우수성과 30건의 심층 인터뷰 완료 후 관련 내용을 검토, 최종 선정된 10건에 대해 스토리텔링
형식의 홍보기초자료를 구성하고, 추적조사 방식 및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최종 선정된 10건의 우수성과에 대해서는 전문작가그룹을 활용,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
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우수성과 확산과정·결과를 소개·작성하고 SNS, 카드뉴
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함
○ 심층 추적조사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개선요소들을 검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심층
추적조사 추진 방식 및 체계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함

[그림 3-9] 홍보기초자료 구성 및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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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심층 추적조사 결과(30선)
1.추진 실적 및 내용 요약
(1) 심층 추적조사 추진 실적
□ 심층 추적조사를 진행, 총 30건의 우수성과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완료하였으며 분과별로
는 에너지환경 분과와 유형별로는 1유형(실용화 성공)의 우수성과가 높은 완료율을 보임
○ 우수성과 선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과제(총 373개, 모수) 중 37건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층 추적조사 가능 여부를 확인함
○ 심층 추적조사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해당 인력이 없는 경우와
연락 실패 등을 제외, 총 30건의 우수성과에 대해 심층 인터뷰(’20년 7월 ~ 8월)를 완료함
○ 심층 인터뷰는 서울, 대전, 경기, 인천, 울산, 포항, 제주 등 전국 도시에서 대면 및 비대면
으로 진행, 정형화된 성과조사로 확인될 수 없는 우수성과자의 성과확산 스토리 파악에
집중함
○ 분과별로 에너지환경분과의 심층 인터뷰 완료율이 가장 높고, 유형별로는 실용화 성공으로
성과활용에 성공한 1유형의 심층 인터뷰 완료율이 가장 높음
<표 3-25> 심층 추적조사 추진 실적
기술분과

모
수

1.정보전자

92

2.기계소재

111

3.생명해양

111

4.에너지환경

59

총합계(건)

373

후보군 세분화*
1유형(실용화성공)

2유형(매출우수)

3유형(지식증진)

총합계
(건)

후보군

7

2

3

12

인터뷰수행

7

-

3

10

후보군

3

5

2

10

인터뷰수행

3

3

2

8

후보군

3

1

7

11

인터뷰수행

3

1

4

8

후보군

2

-

2

4

인터뷰수행

2

-

2

4

후보군

15

8

14

37

인터뷰수행

15

4

11

30

구분

* (1유형) 실용화 성공으로 성과활용 성공 유형(연구책임자 본인 기술)
(2유형) 우수성과와 관련된 매출성과가 명확한 기업체 유형
(3유형)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유형(연구책임자 본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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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추적조사 진행 결과, 과학적·경제적 성과 외 재난 예방, 시민 편익 증진 등 비가시적
성과(사회문제 해결)도 다수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향상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남
○ 유무선 광대역 통신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초연결 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
하였으며, 개방형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의 후속 연구는 대국민서비스에 활용되어 재난
및 소방 등 공공서비스에 기여함
○ 차량용 네비게이션 음성인식 기술은 언어 장벽을 줄이기 위한 다문화 가정 발음교정 및
초등생 영어발음 교정시스템으로 확산되었으며, 홍합 유래 생체접착소재는 무해한 접착제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임상실험 단계에 진입함
□ 관련 연구가 지속된 경우 과학적·경제적 성과 창출이 높은 반면, 연구자 및 부서변경 등
환경변화 시 성과 관리 및 성과 확산 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됨
○ 우수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기술이전, 창업, 지식전파 등 확산에도 성공한 과제는
연구경험 축적 및 연구자 기업가 정신 고취, 외부적 환경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함
○ 반면, 연구자 부서변경, 후속연구·시장진입을 위한 자금부족, 중소기업 기술이전 시 협
력 어려움, 정부정책 변화 등은 성과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2) 심층 추적조사 추진 실적 목록(30선)
<표 3-26> 심층 추적조사 추진 실적 목록(30선)
연번

유형

기술
분과

수행기관명

부처

지역

선정
연도

과제명

연구자명

1

1유형

정보전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정보
통신부

대전

2006

초고속 광가입자망 기술 개발

김봉태

2

1유형

정보전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정보
통신부

대전

2006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
시스템 FromTo K-E/PAT 개발

박상규

3

1유형

정보전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정보
통신부

대전

2006

개방형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LBS) 핵심기술 개발

박종현

4

1유형

정보전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지식
경제부

대전

2008

세계 최초 3.9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

김영진

5

1유형

정보전자

㈜쎄미시스코

지식
경제부

경기도

2008

지능형 식각종말점 탐지시스템
개발

이순종

6

1유형

정보전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지식
경제부

대전

2008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 개발

이윤근

7

1유형

정보전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지식
경제부

대전

2009

유비쿼터스 건강관리용
모듈/시스템 개발

박선희

8

1유형

기계소재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건설
교통부

경기도

2006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

김기환

9

1유형

기계소재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정보
통신부

대전

2006

이동형 광대역 위성 VSAT 시스템
개발

이호진

10

1유형

기계소재

인하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인천

2008

수소저장이 가능한 스폰지 구조의
탄소섬유 개발

박수진

11

1유형

생명해양

서울대학교

보건
복지부

서울

2006

자기 줄기세포를 이용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혈관재생법 개발

김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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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형

기술
분과

수행기관명

부처

지역

선정
연도

과제명

연구자명

12

1유형

생명해양

포항공과
대학교

국토
해양부

포항

2008

홍합유래 스마트 생체접착소재
실용화기술 개발

차형준

13

1유형

생명해양

(재)하동녹차
연구소

지식
경제부

하동

2009

녹차의 과학화, 산업화를 위한
하동녹차연구소 구축

정강원

14

1유형

에너지
환경

기상연구소

기상청

제주도

2006

한반도 미래 기후변화 전망에
관한 과학정보 생산

권원태

15

1유형

에너지
환경

원자력
의학원

교육과학
기술부

서울

2006

동위원소 생산용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핵심기술 개발

채종서

16

2유형

기계소재

현대
하이스코(주)

산업
자원부

울산

2006

자동차 외판용 GA강판 제조기술
개발

이용진

17

2유형

기계소재

㈜만도

산업
자원부

서울

2006

지능형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 ESP
System 개발

차항병

18

2유형

기계소재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주)한화

산업
자원부

인천

2007

첨단 제어기능의 B787 SEMAS
구동시스템

이성택

19

2유형

생명해양

㈜LG생명
과학

지식
경제부

서울

2009

DPP IV 억제제를 이용한 신규
당뇨치료제 제품화

임현주

20

3유형

정보전자

광주과학
기술원

지식
경제부

대전

2006

펨토초 초고출력 펄스 레이저
개발 및 응용연구

이종민

21

3유형

기계소재

한양대학교

지식
경제부

서울

2009

복합형 나노소재를 사용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개발

김태환

22

3유형

에너지
환경

㈜KPE

산업
자원부

서울

2007

주택용 3kW급 저가 고효율
태양전지

이준신

23

3유형

정보전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지식
경제부

대전

2009

산화물반도체를 이용한
투명전자소자 개발

조경익

24

3유형

정보전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정보
통신부

대전

2007

RFID/USN용 센서
태그/노드 기술

표철식

25

3유형

기계소재

서울대학교

교육과학
기술부

서울

2009

암세포의 영상화 및 약물 전달이
가능한 다기능성 나노입자의 개발

현택환

26

3유형

생명해양

한국과학
기술원

교육과학
기술부

대전

2006

맨하이미아균 게놈정보 해독 및
가상세포 개발

이상엽

27

3유형

생명해양

한국과학
기술원

교육과학
기술부

서울

2007

유전성 파킨슨병 원인유전자의
기능 규명

정종경

28

3유형

생명해양

성균관
대학교

보건
복지부

서울

2009

화학물질의 규제독성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제시

김형식

29

3유형

생명해양

극지연구소

해양
수산부

경기도

2006

극지 천연결빙방지물질 개발

강성호

30

3유형

에너지
환경

한국기초
과학지원
연구원

교육과학
기술부

대전

2007

무기나노소재를 이용한 수소
에너지 저장 재료

김해진

88 • • •

제3부 우수성과 100선 우수사례 추적조사

(3) 심층 추적조사 내용 요약
□ (1유형) 실용화 성공으로 성과활용 성공 유형(연구책임자 본인 기술) : 우수성과 16건
① 초고속 광가입자망 기술 개발(’06년 수상)
○ (성과소개) 인터넷 속도보다 20배 빠른 1기가급(1Gbps) 통신환경을 제공하는 이더넷 폰
(E-PON)기술, 세계 최초로 기가급 파장다중폰(WDM-PON) 기술 개발
※ 유무선 광대역 통신기술의 지속적 연구로 2018년 12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 시작

‑ (활용처) 5G/6G 이동통신 분야, BcN, FTTx 관련 핵심부품/모듈/시스템 분야
‑ (성과확산흐름) 국내외 GPON시장 창출(’07년)→기가급 WDM-PON 상용화 성공(’07년) →
메트로·액세스 서비스 개발(’10년) 등 R&D에 이어 시범사업, 기술사업화 연계 중
○ (기술수준) 초고속 인터넷→기가 인터넷→10기가 인터넷 등 순차적 기술개발에 간접 영향
○ (파급효과) FTTH 핵심기술(MAC칩, E-PON 광모듈, WDM-PON 광모듈)의 확보를 통해
FTTH 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광주 첨단지역에서 100가구를 상대로 시범사업* 수행
* 결과물의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고품위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콘텐츠 개발 목적

○ (성공/장애요인) 산·학·연·관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노력하여 이동통신 및 ICT강국
을 실현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등 필요
②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시스템 FromTo K-E/PAT 개발(’06년 수상)
○ (성과소개) 특정영역(특허)에 특화된 전자문서를 입수하여 양질의 한영 전문용어 사전을 구
축하고, 한영 특허문서 번역에 최적화된 자동번역 시스템을 개발

‑ (활용처) 각계 전문분야-전문용어에 집중하며 분야에 특화된 전문 번역 시스템
‑ (성과확산흐름) ㈜윕스 기술이전(’12년)-지니톡평창올림픽 통역서비스(’18년)-한컴AI 통번역
기 지니톡 고 출시(’19년)-한컴, SKT AI스피커 누구에 지니톡 번역 지원(’19년)
○ (기술수준) 해당 분야는 현재 기술적 차이는 없는 수준, 컴퓨팅파워의 차이가 존재
○ (파급효과) 특허정보업체 ㈜윕스에 기술이전(1억, ’13년), 대국민 자동통역서비스 지니톡
서비스 실시(’12년~’15년), 평창동계올림픽 자동통역 공식 서비스 실시(’18년)
○ (성공/장애요인) 해당 분야는 즉각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가 아닌 이유로, 중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되며,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 또한, 언
어지능분야 기술에 대한 투자는 ROI 관점이 아닌 식량안보나 교육정책에 준하는 관점
에서 지원 필요
③ 개방형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LBS) 핵심기술 개발(’06년 수상)
○ (성과소개) 사용자의 통신사와 상관없이 대용량의 위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관
리하는 기능할 수 있는 개방형 위치기반 서비스 플랫폼 개발

‑ (활용처) 위치기반 및 공간정보 서비스 분야, 대국민 서비스(재난, 119 등) 분야
‑ (성과확산흐름) 국내 최초 인천 소방방재본부 시범 도입(’05년)-u-GIS기술개발(’08년)국토공간정보 플랫폼(’14년)-정밀 측위 기술개발(’17년) 등 위치 및 공간정보 고도화
○ (기술수준) 위치정보/오차보정 등의 연구를 지속, 1m급 정확도의 위치정보 제공(’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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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 평창동계올림픽의 IoT 서비스 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17년), GiGA 지오펜싱
플랫폼 유지 보수 사업(’19년) 등에 활용과 재난안전서비스의 핵심기술 기여
○ (성공/장애요인)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 지원과 사회 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노력 등
은 후속 연구에 많은 도움이었으나, 개인정보 보호 이슈 강화로 LBS산업이 기대보다 비
활성화
④ 세계 최초 3.9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08년 수상)
○ (성과소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에서 한단계 더 진화된 기술이 3G Evolution이며,
3GPP 규격을 만족하는 LTE/SAE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

‑ (활용처) 이동통신 분야, 관련 콘텐츠(AR, 홀로그램, 자율주행 등) 분야
‑ (성과확산흐름) 4G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10년)-모바일 핫스팟 네트워크(MHN) 시연(’17년)
○ (기술수준) 관련 국내외 핵심 원천특허 확보 및 연구를 지속, 4G 및 5G 이동통신 기술 확보
에 기반 마련(한국, 미국과 중국 이어 글로벌 Top 3 진입 - 2018년 ICT기술수준조사)
○ (파급효과) 4G 및 5G 관련 기술확산 외 지하철 무선랜 통신서비스의 구현 등 시민 편익 증
진과 무료 와이파이 등 가계통신비 경감에 일조
○ (성공/장애요인) 시대적, 기술적, 사회적 흐름을 파악한 기술개발 목표 설정과 우수한 연
구환경 조성 등이 성공 요인이나, 핵심 연구자의 변동 등은 연구 지속성 곤란
⑤ 지능형 식각종말점 탐지시스템 개발(’08년 수상)
○ (성과소개) 반도체 및 LCD의 식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빛을 측정하여 End Point를 최
단기간에 측정하는 실시간 플라즈마 공정진단기술

‑ (활용처) 해당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미국 회사가 독점한 시장에 진입하였고, 현재
국내시장 점유율 대부분 차지

‑ (성과확산흐름) 기술개발 후 공정관리를 통해 수율 증대 및 비용 절감 달성, 최근 AI를 이용
한 실시간 예외사항 예측 검사장비 등에 활용 가치 부각
○ (기술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기업 Varity社의 시장점유를 100% 국산화
○ (파급효과) 수입대체 국산화 100%(’06~’19년: 455억), 원천기술(진공공정기술)의 적용분야
확대 및 반도체 부품/장비산업 성장에 기여
○ (성공/장애요인) 협력산업체의 경영애로, 장비회사의 기술 내재화에 따른 시장진출 어
려움 증가 등
⑥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 개발(’08년 수상)
○ (성과소개) 세계 최초 대어휘 음성인식 기술 및 주행잡음 제거기술 개발에 성공
※ 대어휘 음성인식 기술: 사람의 말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음소단위의 정보를 우선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 단
어검색을 시도하는 방식

‑ (활용처) 차량용 네비게이션 음성인식 기술, 2020년 이후 외국인 발음교정 및 초등학생 영
어발음교정 프로그램으로 확장

‑ (성과확산흐름) 45만어휘(국내최초) 기술상용화(’08년)-국내사업화(’08년)-150만 어휘 기술 상
용화(세계최초/‘11년)-450만 어휘(세계최초) 기술 상용화(’14년)-단말내장형 딥러닝 기술 상용화
(’15년)-발음교정 SW사업화(’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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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수준) 기준 세계 최고수준 딥러닝 단말 내장형 음성인식기술 보유(’16년)
○ (파급효과) 경제적: 기술이전료(직접성과: 12억 수준). 네비게이션 보급에 기여(간접
성과 총 1,230억 수준: 네비게이션 판매량), 양산차(현대기아) 메이커의 기술 수입 대체 효과,
사회·문화적: 초등생 영어발음 교정 프로그램 보급(’20년), 이주민 한국어 발음교정 프로그램
보급(’21년 예정) 등
○ (성공/장애요인) 정부 연구비 지원 등이 성공 요인인 반면, 근무환경 및 조건 등으로 최
근 출연연에 유능한 후배 연구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
⑦ 유비쿼터스 건강관리용 모듈/시스템 개발(’09년 수상)
○ (성과소개) 혈액을 통해 현장진단이 가능한 바이오센서, 건강정보 측정용 바이오셔츠, 일
상생활 관리(낙상/복약 등) 등 건강관리용 모듈 및 시스템 개발

‑ (활용처) 의료기기, 웰니스기기, 라이프케어 및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 (성과확산흐름) 사업화 시범사업 추진(’11년)-개인 건강정보 플랫폼 기술개발(’17년)
○ (기술수준) 혈액, 질병마커 연구의 경우 혈액을 채취하지 않는 연구를 진행, 침습 시 자
동으로 침습되도록 연구 진행 중(바이오셔츠, 기업에 기술이전 완료)
○ (파급효과) 개인 건강정보 기반으로 힐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힐링 플랫폼 기
술을 개발, 개인 주도 방식으로 힐링 레코드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성공/장애요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지원 등이 성공 요인이나, 비대면 헬스케어에 대
한 이슈 해결과 결과물의 실증 등을 위한 후속과제 필요
⑧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06년 수상)
○ (성과소개) 우리 기술로 시속 352.4km의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 세계 4번째 고속철도개
발 기술보유국 획득(동력집중식 고속철도시스템, 국산화율 약 92%)

‑ (활용처) 차량설계 및 제작기술, 전기, 전자, 신호, 제어, 통신, 토목 등 분야
‑ (성과확산흐름) KTX-산천 상용화(’10년)-차세대고속철도시스템개발(’12년)-430km/h급
고속열차 실용화 기술개발(’15년) 등으로 상용화 후에도 기술개발 지속
○ (기술수준) 고속철도 선발국가(프랑스, 일본, 독일)와 대등한 수준의 고속열차 기술력 확보, 차
세대고속열차의 시제열차가 최고 속도 세계 4위 기록(421.4km,) 달성(’13년)
○ (파급효과) KTX-산천으로 국내 상용화 성공(국가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 및 호남선, 전라
선, 원강선, 수서고속철도 등 총 710량 계약(차량 총매출액 2.3조원)
○ (성공/장애요인) 정부 주도하에 철도공사 및 차량제작사를 시운전단으로 구성하여 실증환경을 확
보한 것이 성공요인이나, 야간 시험운행 등은 어려움 존재
⑨ 이동형 광대역 위성 VSAT 시스템 개발(’06년 수상)
○ (성과소개) 비행기, 열차, 선박 등 고속이동체 내에서 초고속 위성통신 단말장치(TV
셋탑박스 규모)로 인공위성과 통신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통신 기술 등을 개발

‑ (활용처) 군 통신, 해경 업무망,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공공안전확보 분야
‑ (성과확산흐름) 부산 인근 해역, 서비스 시연(’08년)-기술이전, 상용화 성공 후 천리안
위성을 통한 서비스 시연(’10년)-국내 최초 2세대 VSAT시스템 개발(’15년)-재난현장
위성중계장비 개발(’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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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수준) 국내 최초로 양방향 적응형 2세대 VSAT 시스템을 개발, 천리안위성을 이용
하여 검증 및 실험에 성공하는 등 위성분야 기술향상 일조
○ (파급효과) 해외 제품이 대부분인 국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제품이 유입, 경쟁구도를 형
성하였고 기술이전업체는 아프리카 말리, 홍콩 등에 수출 실적 발생
○ (성공/장애요인) 해경, 해군 등을 통한 관련 레퍼런스 확보 및 국가 인프라 활용(천
리안 위성 등)이 성공요인이나, 노후된 장비 활용에 따른 오작동 등은 개선 필요
⑩ 수소저장이 가능한 스폰지 구조의 탄소섬유 개발(’08년 수상)
○ (성과소개) 수소가스를 높은 효율로 저장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 결과, 표면적이 2,000
m2/g의 나노크기 직경을 가지는 탄소나노섬유를 세계 최초로 합성

‑ (활용처) 수소산업,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첨단 신소재 부품 산업 분야
‑ (성과확산흐름) 수소분자 고차배열 기술개발(‘14년)-5.5wt.%이상의 수소저장시스템 개발(’17년)
○ (기술수준) 개발된 수소저장 흡착 소재는 상온, 100 bar 조건에서 5.9 wt.% 라는 수소
저장값을 달성, 이는 미국 에너지성의 2015년 수소저장 시스템 목표인 5.5 wt.%를 넘어선
세계적인 성과
○ (파급효과) Graphite 기반 수소저장용 소재로 국내 1조원, 세계적으로 10조원 이상의 규
모를 이루는 연료전지 시장 기술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성과 달성
○ (성공/장애요인) 지속적인 정부 지원 및 적극적인 성과활용 등이 성공요인이나, 수소 핵심소재에 대
한 원천기술 연구 환경 확대 필요
○ (성공/장애요인) 정부 주도 하에 철도공사 및 차량제작사를 시운전단으로 구성하여 실증
환경을 확보한 것이 성공요인이나, 야간 시험운행 등은 어려움 존재
⑪ 자기 줄기세포를 이용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혈관재생법 개발(’06년 수상)
○ (성과소개) 자기 줄기세포를 이용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혈관재생법 개발로 현재 상용화 단
계에 있으나, 행정 조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임상문제, 위원회 변경 등)

‑ (활용처) 심근경색환자 및 간 질환자 치료에 사용가능(현재 상용화 이전)
‑ (성과확산흐름) (‘02년)연구시작-우수성과선정(’06년)-특허출원(’09년)-기술이전(대웅_’14년)임상준비 중(’20년)-(‘20년) 혁신의료기술 인증
○ (기술수준) 세계 최고수준: 타 치료기술 대비 월등한 치료 성공률
○ (파급효과) 아직 상용화 이전 임상 준비 단계, 본 연구는 바이오 산업 형성에 큰 기여(지
식 증진 및 관련분야 기술 확장)
○ (성공/장애요인) 의료 신기술 인증 관련하여 기 연구된 성과를 배제하고 새로운 성과 임상실험 등
을 요구하는 등 인증어려움.

⑫ 홍합 유래 스마트 생체접착소재 실용화 기술개발(’08년 수상)
○ (성과소개) 기존 화학접착제 기반 의료접착제가 일으킬 수 있는 염증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인
증강도와 생산수율이* 좋은 홍합 유래 생체접착제 및 원천소재
※ 홍합 1만마리에서 1그램 밖에 접착성분을 얻지 못하나 미생물 배양을 통해 대량생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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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처) 의료수술 분야, 약물전달 분야(암환부에 치료제 접착), 방광누공 치료, 홍합접착 단
백질을 이용한 줄기세포 전달체 기술

‑ (성과확산흐름) 원천소재(’04년)-실용화원천(’07년)-의료적용(’14년) 등의 R&D에 연이은
독점적 실시권이전(’15년) 등으로 기술사업화 추진 중
※ 벤처기업 네이처글루텍을 창업하여 활발한 실용화 작업 진행 중

○ (기술수준) 세계 유일의 생명체에서 유래하는 무해한 접착제로 임상실험 단계임
○ (파급효과) 생체접착제 시장이 2018년 기준 약 15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연간 1조원 매
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국내의료 접착제 시장 : 국내 종합병원 소비 규모 300억원

○ (성공/장애요인) 지속적인 정부의 연구비 지원 및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주된 성공요
인이나, 시장진입을 위한 추가 지원 등 필요
⑬ 녹차의 과학화/산업화를 위한 하동녹차연구소 구축(’09년 수상)
○ (성과소개) 하동을 한국 차 생산의 메카로, 2017년 50만불, 2018년 100만불 수출, 하동녹차 국
가중요농업유산등재(’15년),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17년),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
최 예정

‑ (활용처) 하동녹차의 고품질화(차 품질측정 기준, 농법 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금화차 개발
‑ (성과확산흐름) 성과소개 및 활용처 내용 참조
○ (기술수준) 중국대비 10% 연구인프라(연구 주제상 기술 수준이 아닌 인프라로 비교)
○ (파급효과) 녹차산업의 과학화 및 산업화 기틀 마련(하동 농민 수입증대, 연구원의 독
립체산성 확보 단계), 부가가치가 높은 금화차 개발, 프리미엄 가루녹차 스타벅스 납품,
녹차의 기능성에 기반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및 헬스케어 제품 개발 및 출시
○ (성공/장애요인) 현재 군(하동)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더욱 높은 성과를 위해서는 도
(경북) 및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⑭ 한반도 미래 기후변화 전망에 관한 과학정보 생산(’06년 수상)
○ (성과소개) 과거 100년 간 우리나라 기후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집대성한
“한국의 기후” 발간

‑ (활용처) 재난안전대책본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진청 등 관계부처의 전
략 기본자료 활용

‑ (성과확산흐름) 정부업무평가 우수사례 선정(’12년)-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 인증(’15년)-대
용량 기후자료 스토리지 구축(’17년)-국가보유물품 상위 목록에 등록(’18년)
○ (기술수준) 세계 최상위 수준
○ (파급효과)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마련하는 모든 부처에 일관된 ‘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가
적시 제공되며 부처 간 협업 분위기 조성 → 지속적인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영국기상청의
신뢰획득 → 주요협력기관으로 인정받고 국제공동프로젝트 참여
○ (성공/장애요인) 범부처적인 콘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라는 아
쉬움과, 충분한 예산투자와 인력충원이 시급함. 또한 과학원의 서귀포 이전과정에서 우
수인재의 대거 이탈이 발생했다는 점이 큰 어려움

• • • 93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⑮ 동위원소 생산용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핵심기술 개발(’06년 수상)
○ (성과소개) 암 진단을 위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싸이
클로트론을 2001년 국내 최초로 개발 후 30MeV 싸이클로트론의 기술개발 확보

‑ (활용처) 의료·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외 나노 반도체 소자 및 소재 제작, 전하입자의
스핀트로닉스를 이용한 고용량 하드디스크 제작, 비파괴 물질검사, 식물 유전체 연구 및
돌연변이 생성연구 등 다양한 분야 활용

‑ (성과확산흐름)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스템 개발(’13년)-PET 방사성의약품 합성 기술 개
발(’14년)-초절전 초박형 원형가속기(’15년)-인공지능(AI) 기반 가속기 질량 분석기 개발
(현재)
○ (기술수준) 13 MeV 싸이클로트론, 9 MeV 싸이클로트론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
소형 크기를 갖는 싸이클로트론 개발 성공
○ (파급효과) 30 MeV 싸이클로트론 개발 성공으로 국내 자체 개발에 따른 싸이클로트론 수
입 대체 효과 발생 및 9/10 MeV 싸이클로트론 개발 성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국
외 전문가의 교육 훈련 요청 등의 기술 국제협력 등 수행
○ (성공/장애요인)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정부 지원 등이 성공요인이나, 원천기술 개발에 대
한 집중적인 투자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필요
□ (2유형) 우수성과와 관련된 매출성과가 명확한 기업체 유형 – 우수성과 4건

⑯ 자동차 외판용 GA강판 제조기술 개발(’06년 수상)
○ (성과소개) 자동차 차체의 강성을 증대시키고 연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외판용 GA강판 제
조기술 개발 및 양산성 확보, 품질계량

‑ (활용처) 국내 양산차 메이커에 고품질 GA강판을 납품
‑ (성과확산흐름) 선진 Mill社 기술교류(’00년대 초)-현대기아차 납품(’05년)-우
수성과선정(’06년)-2019년 한해 연간 71만톤 생산, 또한 기술개발 이후 양산성을 확보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품질계량을 지속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GA강판을 생산 중
○ (기술수준) 방청성 관점 세계 최고수준, 가성비 관점 세계 최고수준 등
○ (파급효과) 2019년 기준 내수시장 7천억 규모 매출 달성, 기술적용 초기 전량 수입 의존
상황을 고려하면 수입대체 1조원 규모
○ (성공/장애요인) 성공의 핵심은 연구원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며 일례로, 온도나 습도,
혹은 공정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불량요소가 발견될 때마다 최선의 노력으로 극복, 오
늘날 핵심연구개발 내용 외 더욱 풍부한 노하우 보유 기업 등극

⑰ 지능형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 ESP System 개발(’06년 수상)
○ (성과소개) ESP개발 세계 4번째 성공

‑ (활용처) 유럽과 국내 양산차에 ESP장착이 의무화되며, 양산차 시장에 장기적인 납품
‑ (성과확산흐름) 기술개발 직후 양산차에 적용 시작, 다양한 분과로 분화되며 성장
○ (기술수준) 세계 최고수준(독일) 대비 기술격차 없음(일본 대비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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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 2006~2018년 합산 직접 매출 성과는 3조2천4백억 수준(수입대체효과는 두배
수준_약6조), 기술개발 당시 습득한 인력의 연구 노하우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로 연구
분야 확장(즉, 우수한 연구진 획득이 회사의 최대 자산). 또한, 세계 4번째 기술개발 성공이
라는 명예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성공/장애요인) 해당 과정을 통해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 성장을 경험했으며, 이후 더욱 다
양한 도전 가능. 또한 매년 글로벌 완성차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만도의 기술을 소개하며
높은 위상 성취

⑱ 첨단 제어기능의 B787 SEMAS 구동시스템(’07년 수상)
○ (성과소개) 개발한 B787용 SEMAS*는 최첨단 환경제어 시스템으로 승객의 요구에 따라
전자장치를 제어, 비행 중 승객들에게 쾌적함과 편안함 제공
* SEMAS(Smart Electro-Mechanical Actuation System)는 구동장치에 소형·경량화
최첨단 인공지능화 개념을 적용한 전기식 구동장치

‑ (활용처) 항공기 부품 분야, 정밀 기계가공 분야
‑ (성과확산흐름) 기술개발 완료 후 상용화(’07년)-보잉사에 해당 부품 지속 납품(현재)
○ (기술수준) 우리나라 항공산업 종사 기업 대부분은 공급사슬상 tier 3(부품·가공) 해
당, 본 성과 후 tier 2(장비시스템 제조) 상향의 기반 마련
○ (파급효과) 현재 생산되는 보잉 B787기에 지속적으로 장치 납품(당시, 약 700억원 내외
의 수출 계약 체결), 향후 독자적인 기술개발 추진 시 직접적인 응용 가능
○ (성공/장애요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성공요인이나, 우리나라 항공산업 생태계 조
성을 위해 지속적인 집중 지원 필요

⑲ DPP IV 억제제를 이용한 신규 당뇨치료제 제품화(’09년 수상)
○ (성과소개) 당 연 구 를 통 해 ’ 12년 국 산 신 약 19호 로 제 미 글 로 정 ’ (Zem iglo,
Gemigliptin 50mg) 출시(당뇨병 치료 신약으로 이후 다양한 임상을 통하여 효과와 안전성
을 입증하며 지속적인 성장)

‑ (활용처) 2형 당뇨 환자 대상 우수한 혈당 강화제로 직접 매출 및 기술수출
‑ (성과확산흐름) 지식경제부 Bio Star 과제선정(’05년)-우수성과 100선 선정(’09년)-중
국 쌍학제약 기술수출(’10년)-터키 Nobel社 기술수출(’10년)-보건신기술(NET)인증, 대
한민국 기술대상 은상 및 10대 기술 선정(’12년)-사노피 스탠달 기술수출(’12년)-대한
민국 신약개발 대상 수상(’13년)
○ (기술수준) 세계 최고 수준 달성
○ (파급효과) 경제적: 1,000억 매출 돌파, 기업관점: 당시 연구 과정에 투입된 인력이 신
약 개발 과정을 처음 경험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현재 회사 발전 밑거름
○ (성공/장애요인) 신약 개발 분야는 기술개발 이후에도 다양한 도전이 존재하므로 회사의
자본력 필요.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 예산의 도움도 받았으나, 우리 회사가 본
연구에 확신을 두고 지원하게 하는 밑거름을 제공해주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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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유형)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유형(연구책임자 본인 기술)– 우수성과 11건

⑳ 펨토초 초고출력 펄스 레이저 개발 및 응용연구(’06년 수상)
○ (성과소개) 레이저의 순간 출력을 100,000,000,000,000(100조) 와트로 만드는 데 성공

‑ (활용처) 1천조분의 1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00조 와
트의 레이저, 원자를 부수고, 상대성 이론의 실험이 가능해짐.

‑ (성과확산흐름) 2000년대 초반 해당 분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부지원 획득-기술
적 관점에서 일본 추월(’10년)-과기부에서 산업부로 과제가 이양되며 지원 축소
○ (기술수준) 2010년경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획득했으나, 현재 유럽에서 한국 연구실 및
인프라를 벤치마킹하여 수십 배에 달하는 시설을 확보, 일본에도 기술적 관점에서 추월당
한 상태
○ (파급효과) 기초과학 분야 연구인 이유로 이후 산업적 가치를 획득하지는 못했음
○ (성공/장애요인) 기초과학 연구에 산업적 가치를 적용하며 지원 축소

㉑ 복합형 나노소재를 사용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개발(’09년 수상)
○ (성과소개) 대용량 메모리 소자에 적합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개발에 성공

‑ (활용처) 경쟁기술의 등장으로 사업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당시 습득한 기술을 토대
로 하드웨어 인공지능 분야에 활용 가능한 원천기술 습득

‑ (성과확산흐름) 경쟁기술의 등장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창출하지 못했으나, 최근 4차 산
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본 연구실이 개발하고 축적한 복합체 기반의 저항 변화 메모리 기
술은 지능형 뉴로모픽 소자로의 적용이 활발히 연구
○ (기술수준) 최고수준(미국) 대비 2년 격차이며,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년)”
을 통해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파급효과) 개발한 기술이 차세대 메모리로 반도체 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다
양한 경쟁 기술개발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3차원 집적으로 집적 문제의 한계가 해결
되면서 예상했던 파급효과 미달성. 그러나, 뇌의 신경망처럼 학습, 훈련,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인공지능에 사용할 수 있는 3차원 인공 스냅스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관련 연구의 확장으로 2018년 정보·전자 분야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및 2019
년 한국연구재단 웹진 카드 뉴스 우수연구성과에 선정)
○ (성공/장애요인) 한국연구재단에서 도약과제와 도약 후속과제의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으로 해
당 기술에 연구 개발이 성공했으나, 미래 반도체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
적인 플랜 및 연구지원보다는 융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필요

㉒ 주택용 3kW급 저가 고효율 태양전지(’07년 수상)
○ (성과소개) 태양광 시스템 보급 양산기술에 중점, 국내 최초 태양전지 관련 원천기술 개발 성공(대
면적 태양전지에서 1% 이내의 우수한 균일도 및 95% 이상의 높은 수율 확보)

‑ (활용처) 태양전지 관련 소재부터 모듈, 장비 분야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 (성과확산흐름) 실리콘 태양전지 최고 효율 확보(’07년)-국내 최초 태양전지 양산 기업에
공정 적용(’09년)-초고효율 태양전지 개발(’18년) 등 기술사업화 후 지속 연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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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수준) 기술 고도화를 통해 PERC 태양전지의 경우 ~22%, 이종접합 태양전지 경우 대
면적(6inch) 변환효율 23% 이상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제조기술 확보
○ (파급효과) 고효율(24% 이상) 태양전지 개발 및 소재, 장비의 경쟁력 있는 제품과 인프
라 선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대학 등에 연구 결과의 교재 활용
○ (성공/장애요인)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감안한 정부 정책 및 지원이 주요했으나, 민감한
태양전지 활용 자원을 감안하여 최적화된 장소 등 인프라 지원 필요

㉓ 산화물반도체를 이용한 투명전자소자 개발(’09년 수상)
○ (성과소개) 반도체 신소재 및 절연막과 소자구조 최적화를 통하여 성능이나 안정성 면
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명전자소자 개발(투명도, 세계 최고 수준인 60% ~ 70% 구현)

‑ (활용처) OLED TV, 스마트 워치, 대형 TV, 모니터 등이 제조되는 분야
‑ (성과확산흐름) 투명 산화물 반도체 TFT기술 및 디스플레이 기술(’10년)-에너지절감형 환
경적응플랫폼 개발(’17년) 등 추가 기술개발 주력
○ (기술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산화물 TFT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산화물 TFT를 이용한 투
명 AMOLED/스마트창의 세계 최초 구현 등 관련 기술 발전 선도
○ (파급효과)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 기반 마련, 동시에 OLED 디스플레이 1
위 국가이던 우리나라가 부동의 선두자리 유지 일조
○ (성공/장애요인) 당시 논문 수준 연구 분야였으나 정부 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연구개발
진행이 주요했으며, 후속 R&D 지속 지원을 통한 산업계 파급 필요

㉔ RFID/USN용 센서 태그/노드 기술(’07년 수상)
○ (성과소개) 국제 표준에 부합된 센서태그 보드와 리더 시제품, 센서노드 설계·제작하고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칩 제작 및 얇은 필름 형태의 고용량 전지를 개발
※ USN용 32-bit 고성능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TMA2560)은 기존 8비트 프로세서 기반
센서이나, CCTV가 감지하지 못했던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와 특정 소리, 영상분석 등 가능

‑ (활용처)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LPWA 관련 분야, 스마트팩토리 분야 등
‑ (성과확산흐름) 초경량 저전력 RFID 보안플랫폼(’13년)-국제 표준 및 표준특허 획득
(’13년)-초절전 센서네트워크 개발(’14년)-IoT연구(’15년) 등 기존 기술 연구 확장
○ (기술수준) 해외 선진국 대비 중거리 IoT 디바이스는 80% 정도의 기술 수준, 고신뢰 센
서네트워크 국제 표준 제안 및 관련 표준특허(IPR) 출원으로 기술경쟁력 확보
○ (파급효과) 고신뢰 IoT 서비스는 기존의 단순한 응용 수준에서 벗어나, 산업 자동화, 스
마트그리드, 광역 환경 관리, 헬스케어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소통을 지원, 국민 생
활의 편의성 증대
○ (성공/장애요인) 관련 정책 추진(IoT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연구 연속성 확보가 주요
성공 요인, 시장 미성숙 및 요구 기술 변화가 주요 장애요인

㉕ 암세포의 영상화 및 약물 전달이 가능한 다기능성 나노입자의 개발(’09년 수상)
○ (성과소개) 자기공명영상(MRI) 조영제로 사용 가능한 자성을 띠고 속이 빈 나노캡슐 제
조(암치료와 진단 동시 가능) 및 항암약물 흡착 가능한 다기능성 나노입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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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처) 약물 전달 및 조영제로 사용 가능한 의학 분야, 화학/재료/나노 분야
‑ (성과확산흐름) 나노입자 연구(’09년)-산화철 나노입자 조영 성능 개선(’17년) 등 지
속적 연구 개발 후 임상시험 직전 단계
○ (기술수준)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세포 단위나 생쥐와 같은 소동물에서 진행된 연
구 결과로 대동물(돼지, 원숭이 등)에서의 결과가 진행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적용
된 연구 결과 필요
○ (파급효과) 약물 전달 및 형광 영상화도 가능한 다기능성 입자로 정맥주사를 통한 나노
입자 주입으로 암 조기 진단 가능, 오진을 줄일 수 있고 수술 시 절개 부위 신속/정확 결정
○ (성공/장애요인) 후속 과제 연계로 지속 연구 가능했던 것이 성공 요인이며, 집단 연구가
가능한 IBS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필요

㉖ 맨하이미아균 게놈정보 해독 및 가상세포 개발(’06년 수상)
○ (성과소개)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숙신산을 모델 화학물질로 우수한 숙신산 생산
능력을 가진 맨하이미아균을 토종 한우로부터 분리, 전체 게놈프로젝트 완성 및 가상
세포 개발

‑ (활용처) 이슈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분야 외 산업 전분야 활용 가능
‑ (성과확산흐름) 미생물 세포공장 기술(’13년)-기후변화 대응 산업미생물 개발(’16년)-의
료용 바이오 플라스틱 미생물 개발(’17년) 등 화석연료 의존성 해결에 필요한 기반 기술 확보 중
○ (기술수준) 성공적으로 분리 및 정제된 숙신산과 3종의 디아민을 중합하여 세계 최초로
100% 바이오 기반 나일론 합성 성공 등 숙신산 활용 가능성 향상
○ (파급효과) 최근 개발된 맨하이미아균의 경우 세계 최고 생산성의 숙신산 생산 성공, 기존의 공
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생산성으로 전 세계적 바이오 숙신산 생산 공정에 파급 예상
※ 고농도 (134 g)의 숙신산을 세계 최고의 생산성 (21 g/L/h)으로 생산 성공
○ (성공/장애요인) 지속적인 연구환경 구성이 주요 성공 요인이나, 결과물의 활용처 및
상용화 추진에는 한계 발생

㉗ 유전성 파킨슨병 원인유전자의 기능 규명(’07년 수상)
○ (성과소개) 해당 연구는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을 규명한 세계 최초의 성과이며, 본 연구 이
전의 연구들이 파킨슨병의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본 연구를 시작으로 치
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짐.

‑ (활용처) 인류의 오랜 질문인 노화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일조함
‑ (성과확산흐름) 2006년 첫 발견 - 2015년까지 관련 연구의 정교화(’08년 경암상, ’13
년 아산의학상 수상) – 치료제 개발에 부적합함을 알게 됨 –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치료
제 개발에 적합한 발병경로를 새롭게 밝힐 수 있게 됨
○ (기술수준) 파킨슨병의 발병원인을 규명한 세계 최초의 연구, 그러나 파킨슨 관련 연구
수준은 영국이 세계 최고 수준(연구인프라가 풍부)
○ (파급효과) 본 연구를 시작으로 파킨슨병 치료에 대한 접근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으며(피
인용 1,500건 이상), 최근(’20년)의 연구에 의해 다시 한번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예측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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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장애요인) 글로벌 경쟁 연구집단 대비 연구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연구
인프라의 부족으로 우수한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

㉘ 화학물질의 규제독성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제시(’09년 수상)
○ (성과소개) 저용량의 중금속이 만성적으로 노출될 때 신장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신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으며, 특히 뇨중에서 유리되는 단백질
을 정량함으로써 진단의 편리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성과

‑ (활용처) 2020년 식약처 과제 첨단 독성예측 평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를 DB화하고 딥러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는데 목적

‑ (성과확산흐름) 현재 화학물질의 독성이 뇨를 통해 신체(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는 마커를 개발하고 있으며, 추후 AI 이슈와 결합하여 높은 시장성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
○ (기술수준) 뇨중에서 유리되는 단백질을 정량함으로써 진단의 편리성을 제공하였다는 점
에서 세계적인 성과
○ (파급효과) 셀젠텍에 기술이전(5억), 독성관련 정보 제공 및 바이어마커를 이용하여 질병
예방에 도움
○ (성공/장애요인) 화학물질의 독성관련 연구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연구비 신청을 해도 반
영이 안 되고 있어 임상실험단계의 비용을 충당 못 하는 실정이며, 사회에 이슈가 되었
을 때만 반짝 관심이 주어지고 잊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어려움

㉙ 극지 천연결빙방지물질 개발(’06년 수상)
○ (성과소개) 극지생물 유래 천연결빙방지단백질 탐색, 신규 결빙방지단백질을 발굴하고 재
조합 결빙방지단백질을 발현, 저가의 결빙방지단백질 생산시스템 개발

‑ (활용처) 생물자원의 동결보존제로의 활용, 화장품, 식품, 농업, 어업, 의학 분야
‑ (성과확산흐름) 동결보존 후보물질 발굴(’10년)-남극 고유생물 저온 적응 가치 발굴
(’16년)-극지유전체 101 프로젝트(’19년) 등 결빙장지단백질 연구 지속
○ (기술수준) 최대 수준의 극지 효모 유래 결빙방지 단백질의 대량생산 공정 구축
※ 3g/L로 17배 생산율 향상(기존 최고 수준 ~ 0.18g/L), 생산 단가 $10/g (국내 다른 연
구기관에 공동연구 재료로 제공)
○ (파급효과) 기존의 화학합성 물질을 이용한 동결보존제를 대체하는 친환경, 무독성 소재
인 극지생물 유래 결빙방지물질이 첨가된 새로운 동결보존제 개발
※ 혈액 동결보존제를 활용해 6개월간 혈액의 장기 냉동보관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냉
장 상태로 35일까지 가능했던 혈액의 보관기간 5배 이상 증가
○ (성공/장애요인) 자체 인프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국내 바이오 인프라를 통해
해결 및 전폭적인 지원 등이 성공 요인, 시장 미성숙은 향후 지속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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㉚ 무기나노소재를 이용한 수소 에너지 저장 재료(’07년 수상)
○ (성과소개) 수소 에너지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수소 저장시스템이 필
수적인데, 본 기술은 나노 크기의 무기 구조체에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

‑ (활용처) 해당 기술은 기존 연료탱크 대비 부피, 무게 모두 30% 수준이며, 발전용량은 약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여, 자동차·선박·항공모함·비행기·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

‑ (성과확산흐름) 본 연구는 연구 착수 당시 사업화까지 30년 소요를 예상하였으며, 그
흐름은 다음과 같음. (’03년)개념연구 착수 - (’06년)개념적 원리 획득 - (’07년)100선 선
정 - (’16년)실험을 통해 개념적 원리 증명 - (현재)상온환경 실험 추진 및 수소저장률 확
보에 주력 - (향후)2025년 정도에 상용화가 가시화, 기업투자 예측
○ (기술수준) 무기 구조체를 활용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 (파급효과) 현재는 기술의 상용화까지 약 10년 정도 남은 상황으로 여타 파급효과는 발
생하지 않은 시점이나,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유전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익
창출 가능
○ (성공/장애요인) 2003년 프론티어사업을 통해 10년간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후 2~3년 단위로 연구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큰 애
로사항. 이렇게 파편화된 연구비 지원은 소모적인 행정적 절차를 야기할뿐 아니라 일관적
인 연구주제를 유지하는 것을 힘듦. 또한, 인프라의 부족과 유능한 후배 연구자의 영입이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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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집중홍보대상 선별 및 홍보추진
제1절 집중홍보 대상 선별을 위한 총괄위원회 운영
□ (안건1) 심층조사(30건) 업무보고
○ 심층인터뷰 30건* 추진내용 및 인터뷰 애로사항 등 보고
* 전국 9개 도시, 26개 대면 및 4건 비대면 인터뷰(20.07~08)
- 정형화 된 성과조사로 알아낼 수 없는 연구자 성과확산 스토리 파악에 집중
- 수상 이후 시간이 10년 이상 지났고 그간에 단기적 연구성과 위주로 조사가 추진되어,
연구자 스스로 파급효과를 모르는 경우 존재, 또한 연구자의 심층조사 추진 인센티브가
없는 점* 등으로 원활한 조사 어려움
* 규제, 연구비, 장비 등 애로사항 토로한 연구자 다수이나 지원방안이 없고 연구자가
추적조사에 응할만한 유인책이 없는 상황
□ (안건2) 집중 홍보대상 (10건) 선별
○ (선별방법) 라온넥스텝·기술분과위원장이 홍보대상 과제에 대한 추천·비추천 의견*,
홍보 우선순위를 제시한 후, 전체 의견 조율
※ 라온넥스텝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술분과위원은 ‘과학기술 파급효과’ 위주
검토
* 선정위원회에서 1번 이상 추천된 과제는 총 23건
<집중 홍보대상 선별 절차>

심층인터뷰
30건
(라온넥스텝)

라온넥스텝 추천
(사회경제파급 중점)
4개 분과
기술분과위원회 추천
(과학기술파급 중점)

선정위원회
추천과제
종합
(23개)

분과별
우선순위
선정/토의

집중홍보
대상 과제
(10+5)

○ (선별내용) 집중홍보 대상 10건 및 후보 5건 등 선정
- (집중홍보대상) 기술분과별 최우선순위(1~3위)와 라온넥스텝 추천 10위 이내 교집합을
중심으로 10건 선정됨*
* 에너지분과 과제는 라온넥스텝 측에서 추천하지 않았지만 분과배분을 고려해 추가
- (집중홍보후보) 시의 적절한 홍보를 위한 다양한 주제 발굴 필요성, 대상자 홍보 거부
등 염두해 5건을 추가 후보군으로 설정
- (기타후보) 집중홍보 대상으로는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분과위원 또는 라온넥스텝’
추천을 1번 이상 받은 기타 과제 8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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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천) 라온넥스텝·기술분과위 양측에서 추천받지 못한 과제 7건
<10건 선정 결과 및 기타후보군 등>

분과

모수

1.정보전자
2.기계소재
3.생명해양
4.에너지환경
총합계

92
111
111
59
373

심층 인터뷰

집중홍보

집중홍보

수행
10
8
8
4
30

대상
3
3
3
1
10

후보군
2
2
1
0
5

기타후보군

홍보비추천

3
1
3
1
8

2
2
1
2
7

※ 집중홍보 대상 10선 위주로 홍보를 진행하되, 연구자 거부, 홍보 주제적합성 등을 고려하
여 후보군 13건(집중홍보 후보군 및 기타후보군)을 정함
① 집중홍보 대상: 정보전자(3건), 기계소재(3건), 생명해양(3건), 에너지환경(1건)
<집중홍보대상 (10건)>
연번
1
2
3
4
5
6
7
8
9
10

기술
분과
정보
전자
정보
전자
정보
전자
기계
소재
기계
소재
기계
소재
생명
해양
생명
해양
생명
해양
에너지
환경

부처

우수성과명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정보통신부

초고속 광가입자망 기술 개발

2006

김봉태

정보통신부

개방형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LBS)
핵심기술 개발

2006

박종현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산업자원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
개발

2008

이윤근

현대하이스코

산업자원부

자동차 외판용 GA강판 제조기술 개발

2006

문만빈

만도

산업자원부

지능형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 ESP System
개발

2006

차항병

교육과학기
술부

암세포의 영상화 및 약물 전달이 가능한
다기능성 나노입자의 개발

2009

현택환

서울대학교

보건복지부

자기 줄기세포를 이용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혈관재생법 개발

2006

김효수

포항공과
대학교

해양수산부

홍합유래 스마트 생체접착소재 실용화기술
개발

2008

차형준

LG생명과학

지식경제부

DPP IV 억제제를 이용한 신규 당뇨치료제
제품화

2009

임현주

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부

동위원소 생산용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핵심기술 개발

2006

채종서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서울대학교

② 집중홍보 후보군: 정보전자(2건), 기계소재(2건), 생명해양(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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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홍보 후보군(5건)>
연번
1
2
3
4
5

기술
분과
정보
전자
정보
전자
기계
소재
기계
소재
생명
해양

우수성과

기관

부처

우수성과명

쎄미시스코

정보통신부

지능형 식각종말점 탐지시스템 개발

2008

이순종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 건강관리용 모듈/시스템
개발

2009

박선희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건설교통부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

2006

김기환

인하대학교

과학기술부

수소저장이 가능한 스폰지 구조의
탄소섬유 개발

2008

박수진

하동녹차
연구소

지식경제부

녹차의 과학화, 산업화를 위한
하동녹차연구소 구축

2009

정강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선정연도

연구자명

③ 기타 후보군: 정보전자(3건), 기계소재(1건), 생명해양(3건), 에너지환경(1건)
<기타 후보군(8건)>
연번
1
2
3
4
5
6
7
8

기술
분과
정보

부처

우수성과명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정보통신부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시스템 From To
K-E/PAT 개발

2006

박상규

정보통신부

RFID/USN용 센서 태그/노드 기술

2007

표철식

지식경제부

산화물반도체를 이용한 투명전자소자
개발

2009

조경익

한국항공우주
연구원-한화

산업자원부

첨단 제어기능의 B787 SEMAS
구동시스템

2007

이성택

한국
과학기술원

과학기술부

맨하이미아균 게놈정보 해독 및 가상세포
개발

2006

이상엽

한국
과학기술원

과학기술부

유전성 파킨슨병 원인유전자의 기능 규명

2007

정종경

성균관대학교

식품의약품
안전청

화학물질의 규제독성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제시

2009

김형식

KPE
(성균관대)

산업자원부

주택용 3kW급 저가 고효율 태양전지

2007

이준신

전자
정보

한국전자 통

전자
정보

신연구원
한국전자 통

전자
기계

신연구원

소재
생명
해양
생명
해양
생명
해양
에너지
환경

우수성과

기관

선정연도

연구자명

□ (안건3) 전반적인 홍보방향 외
○ 추적조사 결과물 및 조사방법론에 대한 자산화 필요
- 홍보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보가 휘발되기에 NTIS 등에 체계적으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연구종료 후, 성과조사 시(추적조사) 금번 조사와 유사한 양식제공 등 검토
○ 홍보대상 목표 세분화 및 홍보수단 다양화 포함 홍보 전략 수립
- 홍보 대상자(청소년·성인 등)를 세분화하여 홍보방식 다변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염두
한 방송 등 활용
○ 우수성과 연구자의 연구 단절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 필요

• • • 103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제2절 심층 추적조사 스토리텔링(10선)
1) 초고속 광가입자 기술 개발(’06년 선정)
[초고속 ‘기가인터넷’ 시대 개막, 사회적 정보격차 해소]
□ (INTRO) 연구팀은 기가(G)bps급 전송 속도를 보장하는 초고속광가입자망 기술 개발 사업
(FTTH)을 주관하여 E-PON, G-PON, W-PON 기술을 순차적으로 개발. 이 기술의 상용화
로 국내 1천 8백만 초고속인터넷 회선이 국산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초
고화질 IPTV 등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구축됨. 초고속 광가입자망 기술은 우리
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농촌
간, 또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스토리텔링 요약
○ ‘이더넷 폰’ 기술개발로 속도는 빠르게, 가격은 저렴하게
○ 세계 최초 파장다중폰(WDM-PON)기술 개발
○ 실험사업과 민간업체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가인터넷 상용화
○ 정부의 통신 인프라 구축 의지가 성공 요인
○ 글로벌 시장 창출과 사회적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2) 개방형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LBS) 핵심기술 개발(’06년 선정)
[개방형 LBS 플랫폼 기술 개발,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
□ (INTRO) 연구팀이 이동통신 관련 기업들과 공동으로 개발한 ‘개방형 LBS 플랫폼’ 기
술은 ‘모바일 소방시스템’ 등으로 실용화되어 응급구조 및 소방방재 현장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 특히 핵심 기술인 ‘이동객체 DBMS’는 최근 코로나19 감염환자 접촉자
의 동선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기술적 바탕을 마련함. 이 기술은 2017년 평창 동
계올림픽의 IoT 서비스 기반 시스템 구축과 2019년 KT의 GiGA 지오펜싱 플랫폼 유지 보수
사업 등에 활용되었고, 이밖에도 개방형 LBS 플랫폼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 기업에 의해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로 개발되었음
□ 스토리텔링 요약
○ 개방형 LBS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 코로나19 이동경로관리시스템의 기반 조성
○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성과 파급

3)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 개발(’08년 선정)
[음성인식 기술로 경제 넘어 사회가치도 창출]
□ (INTRO) 2008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어휘 음성인식 기술 및 주행 잡음 제
거기술’은 차량용 음성 인식 내비게이션으로 상용화되어 관련 시장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
고, 후속 연구를 통해 2016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 음성
인식 기술로 발전함. 이 기술은 현재 콜센터, 언어학습, 자동통역, 텔레매틱스 등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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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초등생 영어발음 교정 프로그
램’과 ‘이주민 한국어 발음교정 프로그램’의 개발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
□ 스토리텔링 요약
○ 세계 최초, 대어휘 음성 인식 기술 개발
○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에 일대 혁신
○ 딥러닝 기반의 음성인식 기술 개발로 이어져
○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로
○ 음성인식 기술 분야의 전망과 과제

4) 자동차 외판용 GA강판 제조기술 개발(’06년 선정)
[자동차 외판용 GA강판 개발, 연간 1조 원 수입 대체효과]
□ (INTRO) 기술연구소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2001년부터 자동차 외판용 GA강판 제조기술
개발에 착수함. 정부 지원과 산학협동으로 2003년에 기술을 완성하였고, 2004년부터 양
산을 시작하여 고품질의 국산 강판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였음.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06년도 기계소재 부문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선정되는 등 기술을 인정받았음. 이후
자동차 외판용 GA강판 제조기술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현대하이스코는 2019년 기준 자
동차 800만대분의 강판을 생산하고, 연간 약 7천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수입 대체효
과를 감안하면 연간 1조 원 수준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음
□ 스토리텔링 요약
○ 산학협력으로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원스톱’
○ 경제적 성과는 물론, 자동차 품격까지 높여
○ 자동차 외판재 분야 세계경쟁력 1위 달성

5) 지능형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 ESP System 개발(’06년 선정)
[국내 최초 ESP기술 개발로 차세대 자동차제동장치 국산화]
□ (INTRO) 연구팀은 2004년에 국내 최초로 지능형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 ESP System의 개
발에 성공함. 이 기술은 성능이 향상된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시스템으로 통
합, 양산되었음, 2008년까지 누적 매출 3조2천4백억 원을 기록,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자동차 제동장치로 각광받는 IDB(Integrated Dynamic Brake)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하
여 독일 보쉬와 비슷한 시기에 세계 시장에 출시함. 정부 지원을 받아 독자적으로 개발한
ESP 기술에 힘입어 현재 자동차 제동장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음
□ 스토리텔링 요약
○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ESP 시스템 개발에 성공
○ 기술 개발 즉시 실용화 및 양산체제에 들어가
○ 전기차 시대의 차세대 제동장치 IDB 개발
○ 미래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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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암세포의 영상화 및 약물 전달이 가능한 다기능성 나노입자의 개발(’09년 선정)
[다기능성 나노입자 개발, 암 치료의 획기적인 계기 마련]
□ (INTRO) 연구팀은 암세포를 진단하고 파괴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다기능성 나노입자
를 개발하여 암 치료기술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함. 이어 나노 입자를 저렴하게 대
량생산할 수 있는 승온법(heat-up process)을 세계 최초로 개발함. 이와 관련된 수백 편의
논문들이 세계적으로 수만 회 인용(상위0.1%에 해당)되었고, 마침내 2020년 노벨화학상 후
보에 관련 연구자가 선정됨. 연구진은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기초과
학연구원을 통한 공동연구 시스템”을 성공배경으로 회자함
□ 스토리텔링 요약
○ 나노소재를 암 치료에 이용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
○ 다기능성 나노 캡슐 개발, 약물 전달과 암세포 영상진단이 동시에 가능
○ ‘승온법(heat-up process)’으로 2020년 노벨화학상 후보에 올라
○ “정부의 관심과 지원, 중요한 역할”

7) 자기 줄기세포를 이용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혈관재생법 개발(’06년 선정)
[줄기세포 이용한 심혈관 치료의 새 길 열어]
□ (INTRO)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말초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배양하는 ‘매직셀
(MAGIC-CELL)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 이 기술은 줄기세포 생물학의 기초연구 결과를
첨단 의료 기술로 실용화한 것으로, 2006년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로 선정되고, 2015년에
는 보건복지부의 신의료 기술 인증을 받아 현재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들의 심혈관재생 목적으
로 시술되고 있음. 2020년 6월에는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이
의료 기술의 실용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임
□ 스토리텔링 요약
○ 심장내막 유래 순환 줄기세포(CiMS) 세계 최초 규명
○ 자기 줄기세포 이용한 신개념 혈관재생 치료법 ‘매직셀’ 탄생
○ 2020년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선정, 상용화 임박
○ 성인 대상의 줄기세포은행 구축 가능성 열어
○ 국내 생명공학산업 전반을 선도하는 계기

8) 홍합유래 스마트 생체접착소재 실용화기술 개발(’08년 선정)
[생체접착단백질 개발,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접착제로 활용 가능]
□ (INTRO) 연구팀은 바다 생명체인 홍합에서 유래한 생체접착단백질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
발함. 현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 소재 기술은 인체에 무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의료용 접착제로 실용화되어, 의료기술의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또
조직공학, 바이오센서, 산업용 접착제, 화장품 소재, 동물용 접착제 등 다양한 분야에 활
용될 수 있는 접착 플랫폼 소재로도 이용될 수 있음. 이 기술은 현재 임상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시장 전망도 밝음
□ 스토리텔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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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생체접착소재 개발에 도전하다
○ 미생물 배양 통한 홍합접착단백질 생산에 성공
○ 의료 기술에 이용할 다양한 응용소재와 실용화 기술 개발
○ 의료분야 기술 혁신 일으킬 플랫폼 소재로 주목
○ 해양생명공학 분야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9) DPP Ⅳ 억제제를 이용한 신규 당뇨 치료제 제품화(’09년 선정)
[‘제미글로정’ 개발, 신약 개발의 역사를 새로 쓰다]
□ (INTRO) 2009년 ‘DPP 4 억제제를 이용한 신규 당뇨 치료제 개발’ 기술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된 이래 연구팀은 국내 최초로 DPP 4 억제제를 이용한 당뇨 치료제 제미
글로정(Zemiglo，Gemigliptin 50mg)을 개발함. 제미글로정은 2003년부터 개발을 시작하
여 다양한 임상을 거친 뒤 2012년에 국산 신약 19호로 식약청 승인을 받고 출시되었음. 제
미글로는 후속 개발된 제미메트, 제미로우 등의 복합치료제와 함께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의약시장에서 당뇨 치료제로 널리 시판되며, 2019년 매출액 약 1,000억 원6)
을 돌파함. 연구팀의 기술과 노력,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탄생한 제미글로는 국산 신약
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음
□ 스토리텔링 요약
○ 국내 최초로 당뇨병 신약 개발에 착수
○ '보석(Gem)'처럼 빛나는 ‘영광(Glorious)'을 위하여
○ 맞춤형 처방 가능한 복합제 후속 개발
○ 한 알의 신약, 세계에 대한민국 브랜드 이미지 높여

10) 동위원소 생산용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핵심기술 개발(’06년 선정)
[동위원소 생산용 사이클로트론 국산화, 수입대체효과 거둬 ]
□ (INTRO) 사이클로트론응용연구실은 각종 암의 진단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대량으
로 생산할 수 있는 의료용 사이클로트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함. 과학기술부
‘원자력 중장기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개발 사업은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
공학과 연구팀이 맡았으며, 연구팀은 KIRAMS-13, KIRAMS-30 등 점차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사이클로트론을 차례로 개발하여 실용화함으로써, 국내 의료계에 사이클로트론 수
입대체효과를 유발하였고, 의료비용 절감에도 기여함
□ 스토리텔링 요약
○ ‘사이클로트론’ 수입에 의존
○ 국내 최초로 의료용 가속기 KIRAMS-13, ‘KIRAMS-30’ 개발
○ 제품 상용화로 비용절감 효과 거둬

6) 약품 시장조사업체 ‘유비스트(UBIST)’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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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수성과 추적조사 홍보전략 및 내용
1. 홍보방향
□ 주요 홍보방향
○ 대변인실(디지털소통팀),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성과 수상기관(출연연·대학·기업) 등과
홍보 연계하여 성과 확산
○ 과학 커뮤니케이터 등 자문 통해 용어·난이도 조정, 대국민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홍
보수단 활용
○ 주요 성과 유형 별 적합한 홍보방법 검토

※ 예시 : 생활 속 과학이야기, 기업가형 국가R&D 이야기, 과학유튜버가 들려주는 성과 등
○ 과학자 개인 업적이 아닌, 성과확산 스토리에 중점
○ 심층조사 내용 30건은 NTIS 등에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정보 축적
<표 3-27> 대국민 홍보 관련 전문가 의견

- 연구자나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보고 싶은 콘텐츠로 만들어야함
- 연구자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한다 해도
국민들과 연구자의 시각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존재함
-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과학기술 성과를 느끼도록 연계(사례 위주)

□ 세부 홍보계획
○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전반에 대한 정책시사점 홍보
- 추적조사 취지 및 결과, 시사점 등 전반 홍보영상(6~7분)(‘20.11, 디지털소통팀 협조),
NTIS 정보축적, 과학기술 정례토론회(잠정, 검토필요) 등
○ 집중홍보 대상 10건 대국민 홍보
- 우수성과 100선 사례집 배포 시 추적조사 결과를 부록화하여 홍보효과 확대

2. 홍보실적
□ (홍보) 추적조사 전반 및 집중홍보 대상 10건에 대한 홍보추진(‘20.11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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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우수성과 추적조사 홍보 실적 종합

종류

상세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소통팀 협조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 끝까지 추적하겠어 연구성과 (‘20.12.2 업로드, 21.1.5기준 1.1만회 조회)

우수성과
추적조사

 과학기술 정례토론회 (‘21.1.27) 주제* 발표(성인제사무관)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주요결과 및 함의

전반 홍보
 NTIS에 우수성과 추적조사 탭을 신설해 조사결과 공개(심층조사 30건)(‘21.1.28)
 KISTEP InI에 우수성과 100선과 추진내용 기재(‘21.1)
 (10건)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사례집 배포(‘20.11)
우수성과
추적조사
집중홍보(10건)
대상
개별홍보

 (2건) 유명 크리에이터 영상 상영 예정 (진행 중)
- 세상을 바꾸는 15분(홍합접착제 편) (‘21.2.15 예정)
- 과학쿠키 (동위원소 생산용 사이클로트론 가속기 편) (’21.2.)
 (8건) 카드뉴스 시리즈물 기획 (과기부 대변인실에서 21년 1달에 1건 홍보)
* (테마) 내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우리 산업을 바꾸는 과학기술, 나라의
기초체력이 되는 과학기술

기타

 과기부 인재국 협조로 YTN 브라보-K사이언티스트와 홍보영상 무료제작 가능

□ NTIS 탑재 실적
○ 우수성과 100선 심층 추적조사 결과*를 NTIS에 공개하므로, 우수 성과확산·사례 홍보
및 성과확산 모범 방향 제시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현황, 성공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
○ 우수성과 100선 심층 추적조사 30건 결과에 대한 인터뷰 요약자료(인터뷰 대상 연구자 협
의), 우수성과 10선에 대한 사례집을 NTIS 시스템 상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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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NTIS 우수성과 추적조사 탭 신설
□ 카드뉴스 및 홍보영상물 제작실적
○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R&D 투자의 영향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홍보물 제작
< 카드뉴스 8건 제작내용 >

홍보방향

우수성
과 100
선의 발
자취를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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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내용

분량
(장)

음성인식 기술
(ETRI)
초고속 인터넷망
(ETRI)

1. 스마트폰이 영어 말하기 연습상대
가 되어준다구요?
2. 세계에서 인터넷 제일 빠른 나라
가 된 비결

위치기반 서비스
LBS (ETRI)

3. 너의 핸드폰은 지금 네가 어디 있
는지 알고 있다. 어떻게 알았게?

12

4. 줄기세포를 이용해 죽어가는 내
심장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12

당뇨 치료제
(LG화학)

5. 국내 최초 당뇨신약 탄생 이야기

10

자세제어시스템
(만도)

6. 자동차 부품 기술 불모지에서 이
룬 국산 독자기술의 꿈

10

우리산업을바꾸는
과학기술

차량용 GA강판
(현대제철)

7. 1조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달성한
자동차 외장강판 생산 이야기

11

나라의
기초체력이 되는
과학기술

나노입자
(현택환)

8. 협력하여 성과를 일궈낸 노벨상급
나노 연구자 이야기

10

내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매직셀 치료법
(서울대병원)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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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제작 진행현황 >

구분

주요내용
차형준 교수의 기초연구부터 창업까지의 과정에 대한
강연, 정부R&D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이야기 등
※ 제목(안): 자연을 배워 우리에게 행복을 붙인다.
 우수성과 추적조사 홍보 대상자인 채종서 교수의
원천기술 개발 도전기, 우수성과 수상, 성과확산 등
내용
 가속기에 대한 기초설명 및 과학사


세바시
(2.10 방영)

홍합접착제

과학쿠키
(2.6 방영)

사이클로트론
(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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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정책시사점
제1절 추적조사 기반 구축
1. 성과누적 시스템 및 DB 외
(1) 현황 및 문제인식
① 연구성과 확산경로·파급효과를 장기적으로 기록(축적)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하며, 이는
R&D 주체 간 정보 분절을 야기해 연구자산 사장의 확률을 높임
- 과제종료 후 시간의 경과,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경로*등에 따라 연구자도 본인 성과의
직간접적 파급효과 및 최종 현황을 모르는 경우가 빈번

* 피인용으로 인한 지식증진·기술확산, 기술이전, 연구인력 이동으로 인한 지식전파 등
- 기술이전 기업의 휴·폐업 및 도산, 공공연 내 인력이동(PBS), 연구자 은퇴·사망 시 연
구자산(노하우·프로세스·연구주제)의 단절 우려
- 그 외, 중복과제 회피를 목적으로 유사 과제명 지양, 현재 수행중인 과제 성과 부각에 집
중 등 선행·후속과제 성과와 연계된 정보 추적이 곤란

※ 특히 부처간 이어달리기 성격의 후속과제를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현상이 심화
② 정부R&D 우수성과가 국민이 체감 가능한 대형 성과창출·확산으로 이어졌을 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기여도에 대해 파악하기 곤란
- 정부R&D가 마중물이 되어 기업 성과(매출, 제품개발 등) 창출에 기여해도, 추적조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증빙ㆍ획득하기 어려움

※ 영업 상 기업비밀(비공개)로 인터뷰 불응, 기여도 산정 불가, 기술료 관련 매출 축소 등
- 최종 성과창출·확산에 관련된 성과가 단일 과제에서 도출된 것인지, 다수 과제인지, 상
호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등 개연성 모호

(2) 개선방향
① 연구성과 추적기능을 강화한 과제관리 시스템 도입(PMS)
- 장기적으로 연구성과의 확산 이력 및 후속연구 연결성 식별 강화를 위해, R&D과제 간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비율 명시 구현(연구자 입력)

※ 과제 기획(RFP, 연구개발계획서) 및 종료(최종보고서) 관련 서류 양식 반영 필요
- 신규 R&D 과제 기획 시, 선행 R&D를 통해 획득한 Skill(연구추진 역량, 숙련도 향상),
Knowledge(논문 등 학문적 지식), Infra(연구기반) 등을 종합한 연결성 확보

※ 향후 유의미한 빅데이터 축적ㆍ확장 시 성과추적 및 연구자 네트워킹 파악에 활용 가능
- 연구책임자와 참여 연구원 이력이 함께 조망·관리되도록 유도하여 성과정보 단절 방지
(연구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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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주제ㆍ분야가 복잡ㆍ거대화되어 융합연구가 불가피해 지고 있으며, 이에 연구집단간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성과창출·확산이 이뤄지고 있음(예: 노벨상 공동수상 일반화)

[그림 3-11] 후속과제 연결성 강화방안 예시
②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결과(성과창출·확산 정보)를 축적할 DB 구축(NTIS)
- 과거 100선 선정 후 기술발전 경로, 장애요인 극복 등 연구현장의 감동을 스토리텔링 방
식으로 재구성하여 NTIS에 탑재(추적조사 탭 신설)

※ 매년 우수성과 100선 사례집 발간 시 당해 추적조사 결과 부록으로 배포
- 추적조사로 수집한 현장감 있는 사례 정보를 각색하지 않은 기초 DB형태로 축적, R&D
정책 시사점 도출 및 후속 연구자 참고자료로 활용

2. 추적조사 효율 제고를 위한 조사 방법론 모색
(1) 현황 및 문제인식
① 기존 ’연구개발성과활용조사*’는 정량적 성과관리·수집(논문·특허·기술이전)에 집
중되어 있어 성과 스토리텔링 및 국민체감에 부족

* 연구자는 과제종료 후 5년에 걸쳐 ‘과학·기술·경제사회’적 성과를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
서로 매년 2월 전문기관에 제출(현 공동규정 제21조, 향후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근거)
- 정량적 성과 수집과 통계는 국민 신뢰의 기초이나, 이 자료만으로 국민이 R&D 투자 대
비 성과를 납득하기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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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연구성과가 국민에게 체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5년간 도출된 정량적
성과 통계자료 이후의 성과확산 경과 확인 곤란

※ 이번 추적조사(10년 이상 경과) 성과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했으나, 대다수 성
과확산 자료가 없어, 인터넷 검색, 주요 기사, 출연연 대표성과, 연구자 집단의 평판 등 수
소문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효율 발생
② 과거 종료된 R&D과제 성과에 대한 추적조사 참여 인센티브가 없어 인터뷰 섭외, 자료제
출 등 연구자 협조를 이끌어 내기 어려움
- 연구자 양심에 호소하거나 조사자의 개인적 인맥을 활용해 연구자에게 접근하므로, 성과
별 조사 결과의 편차가 커질 수 있음
- 조사 과정에 연구자 행정부담(설과활용확산 조사서 제출, 인터뷰 응대 등)이 부가되나,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없음

※ 연구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성과를 설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홍보는 인센티
브가 되지 않을 수 있음

(2) 개선방향
① 국민체감이 가능한 우수성과를 추적하는 체계 마련 및「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와 연계
한「혁신법 기반 추적조사」고도화 (성과관리활용기본계획, 추적조사 지침-과제평가 표준
지침)
- 과제종료 후 제출하는 성과활용보고서 및 추적조사(혁신법 시행령 제34조)추진 시,「우수
성과 100선 추적조사」의 ‘사례 중심’ 조사 항목 반영
- 경제적 효과 달성, 사회문제 및 난제해결 등 R&D 성과의 대형 파급효과 발생 시 각 부
처 전문기관 간 성과정보 공유 및 홍보 협력 정책적 유도

※ 유사한 성과의 경우 기술군으로 묶어 장기적으로 관리, 향후 추적조사 등 지원
②「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방법 고도화로 조사결과의 품질 확보 및 참여 연구자 및 전
문기관의 행정부담 경감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 정부R&D가 타 분야에 활용되거나, 융합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었는지 여부 등 기초·
원천기술 투자 효과 중심으로 결과 도출*되도록 문항 개발
- 조사 참여 주체(기업, 기관, 연구자)별 맞춤형 성과활용확산 조사 양식 및 표준인터뷰
질문지* 개발로, 조사자-피조사자 상호 편의성 제고

* 조사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조사결과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계
- 조사과정에서 확보하는 성과창출ㆍ확산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연구자 입장의 정책 건
의사항 등 청취하여 정책 개선점 도출

114 • • •

제3부 우수성과 100선 우수사례 추적조사

제2절 연구성과 확산 성공 및 장애요인
(1) 성공요인
○‘기본적 연구기반 환경 및 연구자 자체 우수성’등으로 축적된 연구경험은 우수성과 창출의
기본적 요소이며,
- 성과확산*에도 성공한 경우 연구자의 끊임없는 외부환경(시장) 대응, 관련 주체 간 소
통과 상호보완 노력 등 공통점 존재

*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발생·활용, 연구 지속으로 지식증진·기술확산
<우수성과 창출 및 확산 주요 성공요인>

구분
우수성과
창출

연구기반 환경

주요 내용
▪자율적 연구환경, 안정적 연구비 지원
▪연구·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과 긴밀한 연계
▪필요한 연구장비·시설에 대한 접근성

연구자 자체 우수성

▪우수 연구인력의 보유 및 유지

외부환경 대응노력

▪수요를 고려한 R&D기획 및 지속적 기술개선
▪경쟁기술 및 대체기술과의 기술적 경쟁력 우위
▪연구자 본인의 기업가 정신과 의지

외부적 지원요인

▪기술이전 기업의 사업화 의지 및 노력
▪연구지원 서비스(사업화 컨설팅, 특허서비스 등)
▪실용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조와 규제개선

우수성과
확산

(2) 장애요인
○ 상대적으로 성과확산이 저조한 이유는 주로 ’시장환경 대응 실패* (요구기술의 변화 및
시장 미성숙) 및 후속연구·시장진입 자금부족‘이 다수
- 그 외 연구자 부서변경, 중소기업 기술이전 시 협업 어려움, 협력업체 도산, 정부정책
변화, 규제, 정부 관심소외 등 다양한 애로사항 혼재
○ 상위 학자그룹 중에도, 본인의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지 않고 직접 창업하려는 의지
를 가진 경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름

※ 창업·사업화 관련 연구지원 서비스, 인적 네트워크 연계 등 지원책 검토 필요

(3) 기타 정책 반영 시사점
○ 우수성과 연구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은 그룹의 이유를 분석하여
성과 사장 극복 방안 검토
○ 우수성과 선정 이후, 단기적 성과가 창출되지 않더라도 저변확대, 미래가치를 고려한 장
기적 안목으로 연구지원 체계 마련
○ 추적조사 결과 홍보 시, 홍보대상 세분화*를 통한 내용 차별화 필요

* 어린이 및 청소년, 일반 국민, 기술이전을 위한 잠재고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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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R&D 투자와 경제현황
1) R&D 투자와 한국의 경제성장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재한 자연 환경 속에서 인적 자본 투입의 증가를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적 자본 투입량 증대를 통한 성장 촉진 방식은 경제의 절대 규모
가 커지게 되면서 그 효과가 점차 축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 되면서
향후 인적 자본의 투입량 증대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이 아닌 다른 투입요소의 투입량을 늘리거나 생산요소의 투입
량 증대가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른 부존자원이 부재한 환경 상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더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투입되는 생산요소 자체의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마련된 것이 과학기술의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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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최근 20년간 경제성장률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2020

정부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R&D 투자를 지속하여 왔으며, 그 규모는 꾸준히 확대
되어 왔다. 정부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R&D 투자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유지해 온 것은 기
술진보(Technical Progress)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기술경제학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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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정의하는 기술진보란 동질, 동량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투입이 줄
어드는 현상이다. 반대 측면으로는 동일한 수준의 생산요소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질이 향상되
거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느 국가 또는 경제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
이 유한한 상황에서 기술진보는 창출 가능한 산출물의 총 가치를 증가시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정부는 R&D 투자를 통해 기술진보의 촉진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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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최근 15년간 연구개발 투자액 추이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로 변환한 값(기준년도 : 2015)
* 출처 : 한국은행, 2020. 통계청, 2020.

역대 정부들의 R&D 투자는 그 시기와 경제 수준에 따라 그 목적이 조금씩 달랐지만 2010년 이
후로는 집권당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경제 성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저성장 기조가 고
착화 되었고 이는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을 가져왔다. 이러한 국면에서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시행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
의 노선에 근거하여 지식재산, 실용화, 기술사업화 등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을 강조하였으며, 뒤
이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내세우며 과학기술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처럼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들어선 문재인
정부 역시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핵
심 목표로 정하였다.
2) 향후 산업전망 및 대응방향
농업이 태동한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에서 제조업으로 이행한 2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3차 산업혁명(디지털 혁명)을 거쳐 전 세계가 맞닥뜨린 제4차 산업혁명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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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다보스 포럼을 기점으로 화두가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의 연장선에서 고도로 발
달한 정보통신기술이 토대가 되어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생산품들이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
되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허물어지는 현상이 그 핵심이다.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드론, 클라우
드, AR/VR 등의 기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가 급격하게 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정유 등 제조업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선진국들의 견제와 중국을 필두
로 한 개발도상국들의 추격으로 점차 기존 산업들의 성장기여도, 고용기여도가 낮아지면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하향추세를 그리는 가운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COVID-19가 확삼됨에 따라 1~2년간 경제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은행
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20년의 경제성장률은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는 기저
효과를 포함하여 3.1%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단기적으로 생산과 고용 충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 4-1> 향후 국내경제 전망
2019

2020

2021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2.0

-0.5

0.1

-0.2

3.4

2.8

3.1

민간소비

1.9

-3.4

0.6

-1.4

6.3

2.4

4.3

설비투자

-7.7

2.6

0.5

1.5

5.7

7.4

6.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7

2.0

2.4

2.2

3.7

3.1

3.4

건설투자

-3.1

-0.2

-4.1

-2.2

-2.0

0.3

-0.8

상품수출

0.5

-0.4

-3.7

-2.1

2.5

3.9

3.2

상품수입

-0.8

1.2

-1.4

-0.2

3.9

4.0

3.9

n 취업자수 증감(만명) 1)

+30

-4

+11

+3

+38

+21

+29

n 실업률

3.8

4.3

3.6

4.0

4.1

3.4

3.7

n 고용률

60.9

60.0

61.3

60.7

60.6

61.5

61.0

n 소비자물가 상승률 1)

0.4

0.5

0.0

0.3

0.8

1.5

1.1

식료품·에너지 제외

0.7

0.4

0.5

0.4

0.8

1.0

0.9

농산물·석유류 제외

0.9

0.6

0.7

0.6

0.9

1.1

1.0

600

170

400

570

200

350

550

n GDP 1)

n 경상수지(억 달러)

출처 : 한국은행(2020), 경제전망보고서(20.5월)
주 1 : 1) 전년 동기 대비
주 2 : 별도로 단위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단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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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곳곳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봉
쇄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4분기에는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하였다. 특히 필수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국가들에 비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수출의 급감을 불러왔다. 향후에는 국가별로 COVID-19 사태의 진정
속도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의
COVID-19 사태가 종결되어야 하므로 경기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전망시점

2019

2020

2021

20.4월

2.9

-3.0

5.8

선진국

1.7

-6.1

4.5

신흥국

3.7

-1.0

6.6

n IMF

n OECD

20.3월

2.9

2.4

3.3

n Global Insight

20.5월

3.0

-2.5

3.8

n 6개 IB 평균

20.5월

3.1

-3.2

6.0

출처 : 한국은행(2020), 경제전망보고서(20.5월)
주 : 단위는 %

경제규모면에서의 충격 뿐 아니라 산업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러스 감
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등장으로 각종 업무와 거래에서 비대면화, 디지털화
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또한 향후 COVID-19와 유사한 새로운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창궐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적시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및 공
급할 수 있는지가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국가의 필
수 역량이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완전히 새로운 뉴 노멀 시대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고도의 생산기술, 숙련된 노동자, 양질의 SOC를 갖추고 있더라도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국가는 경제활동 자체에 제약이 걸려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운 시대에는 생명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만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가
능성이 높다.
비대면화,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선행투자
를 시행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배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한편,
선진국 대비 뒤쳐져 있는 생명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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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R&D 투자의 필요성
각 산업의 일선에서 활용되는 기술은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을 기초로 추가 연구를 통해 획득한 응
용기술이다. 기존의 지식스톡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기초연구의 산물이다. 기초연구의 결과물은 생
산 프로세스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로부터 수많은 응용기술이 파생된다는 특징이 있어 기
술혁신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기초연구로부터 최종적인 생산기술까지의 모든 연구를
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하며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대
부분의 국가에서 기업들은 기존의 지식스톡을 활용하여 기존의 생산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생
산기술을 연구하고, 응용기술의 토대가 되는 기초연구는 주로 학계에서 수행하는 식으로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산업생산을 늘려 경제 수
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진국들의 제품과 기술을 모방하여 추격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
서 연구는 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에 집중되었다.7)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연구대상은 대개 최종 생산품을 제작하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응용기술이 급격하게 성장한 반면 기
초기술의 성장속도는 더딘 비대칭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비대칭은 우리 경제의 좋지 않은
특징으로 고착화되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현 시점까지도 그 흔적이 남았는데 그것이 이른바 우리
나라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 현상이다.8) 대일 무역 역조
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무역적자인데, 소재는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사업 분야로 단기간에는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다. 한국의 기업들은 제조공정에서는 엄연히 세계 정상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사용하는 기초 소재
나 원천 기술은 일본 뿐 아니라 구미 선진국들에 대해서도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기초연구가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 역시 즉각적으로 발생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즉,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가 자발적으로 장기간을 투자하여 기초 연구를 수
행할만한 경제적 유인이 없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불리한 경제구조가 되더라도 국
내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해외의 기초연구 성과를 차용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쪽이 단
기적으로 이익이 크다. 따라서 현 상황을 벗어나 기초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기초연구가
7) 리버스 엔지니어링(逆工學) :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그 설계도면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과 반대로, 생산
된 제품을 분해하여 제품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설계도면을 뽑아내는 행위
8) 가마우지 경제 : 소재·부품을 일본에 의존하는 한국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수출로 얻는 실질적인 이익을 대부분 일본에
빼앗기는 현상을 지칭. 가마우지는 낚시꾼들에 의해 목 부분을 묶여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하고 고스란히 낚시꾼들에게 바치
게 되는 데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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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기초연구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
자를 늘리고자 시도하고 있다. 정책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연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도 지속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과학기반 연구를 바탕으
로 한 신기술 혁신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타당함을 뒷받침 한다.(Stel et
al., 2004)
2) R&D 투자 성과에 관한 논쟁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는 이론적 측면에서 분명히 타당한 정책집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
시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 속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2018년 7월에 개최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였다9). 2018년 우라나라의 GDP
에 대한 R&D 투자액 비중은 4.81%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10) R&D 투자액 및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 상위권을 줄곧 유지하고 있으나 연구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2012
년 공공연구기관의 투자대비 기술료 수입은 1.5%로 미국의 3.9%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
냈다. 기술이전 효율성 역시 2015년 1.72%로 미국의 3.78%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11) 2017년의
기술 수출액은 28위,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는 33위로 같은 해의 총 연구개발비가
OECD 국가 중 5위인 것과 비교할 때, 투입 대비 성과가 부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12) 이처럼
R&D 투자 대비 성과 통계에서 R&D 투자의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의
R&D 투자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함으로 인해 R&D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논쟁
이 끊이지 않고 있다.

9) 파이낸셜뉴스 (2018), “文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주재 "R&D투자 대비 성과 미미 … 시스템 바꿔야”, (2018.07.26.)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11) 손가녕(2018),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현황”
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산업기술 R&D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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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R&D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R&D 투자 자체의 효
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R&D를 통한 기술향상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학계에서 정설에 가깝다.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면 기술의 발전은 경제 전체를 성장시킬 뿐 아
니라 노동자들의 고용 증가를 가져오기도 했다. 즉, R&D 투자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
들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낸다.
1900년에 영국의 일자리는 대부분 농장과 공장에 있었다. 이후 한 세기에 걸쳐 공공 의료 산업이
성장하면서 국가 의료 제도(National Health Service)라는 의료 기관 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900년에 영국 전체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보다 더 많아졌다.13) 이러한 변화는 의료기술의 발전
과 더불어 민간 의료 외에 공공 의료라는 새로운 산업 영역이 등장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예
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앱 개발자, 빅데이터 전문가, VR콘텐츠 개발자와 같은 직
종에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20~30년 전에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산업혁명 이후에도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자동화, 기계화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축소할 것이라는 우
려가 있었다.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밀어내는 효과와 새로운 기술
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역사는 새로운 기
술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보다는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의 수가 많았다. 기술혁신이 사람들의 일
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에 대해 Autor(2015)는 사람들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수준은 과
장하고, 자동화와 인간 노동의 강력한 상호 보완성을 무시하여 경제가 가진 노동 수요를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하였다.14)
이처럼 역사적인 기록과 많은 연구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가설을 지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R&D 투자 성과가 미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
다. 첫째, 실제로 R&D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을 가능성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작은
분야, 산업의 성장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R&D 투자가 편중되어 투자의 성과가 활용되지 못하고 사
장되는 경우다. 둘째, R&D 투자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경제성장 효과가 다른 요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선행연구들에 오류가 있거나 또
는 기존의 기술경제학 이론이 한국 경제에는 맞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
은 그 속도면에서 과거 선진국들의 경우와 다소 큰 차이가 있으나 그 성장경로는 선진국들이 과거
에 거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현재의 산업구조 역시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이론이 한국에만 맞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현재
R&D 투자에 관한 이슈는 투자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또는 투자의 효과가 존재하나
13) 1900~1909년 농업 종사자 추정치는 81만 명이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NHS가 고용한 인력은 2017년 기준 120만 명이다.
14) Autor. David (2015),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Journal of
Economics Perspectives, 29(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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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적절한 R&D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R&D 투자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제로 발생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R&D 투자의 재조정 또는 R&D 성과의 대국민 홍보 등 후속 조치
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R&D 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검토하고 적절한 방법론
을 선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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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R&D의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및 한계점
제1절. 미시 및 거시계량 분석
1. R&D투자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분석
1) 총요소생산성의 개요
생산성(productivity)은 투입요소 단위 당 생산량으로 정의되는데, 노동과 자본 등 각 투입요소
별로 측정되는 단일요소 생산성(Partial productivity)과 각 투입요소들을 결합하여 전반적인 생산
성을 분석하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으로 구분된다.
단일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처럼 분석 목적상의 단순화 또는 측정방법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 주로 사용된다. 노동 한 단위 투입에 의한 생산량(노동생산성), 또는 자본 한 단위 투입
에 의한 생산량(자본생산성)이 대표적인 예이다. 단지 하나의 생산요소만을 투입하여 산출을 얻는
다고 가정할 때의 생산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균생산성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현실의 생산
과정은 노동과 자본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일요소생산성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능률향상의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노동
생산성을 일반적으로 1인당 부가가치로 정의하는데 자본장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
온다. 따라서 국가 간 비교에서는 선진국일수록, 기업 간 비교에서는 시설/장비 구축비율이 높을수
록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단순히 노동의 성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존
재한다.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총요소생산성이 생산성
을 종합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총요소생산성은 Solow(1957)가 제안한 개념으로 노
동과 자본 외의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 증가분을 의미한다. 노동력 확충이나 자본 축적 등의 투입요
소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 성장을 '양적 성장'이라고 한다면, 투입요소 기여도 이상의 생산증가가 이
루어졌다면 통상 이를 기술진보로 해석하고, 기술 진보를 통한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지칭한다
총요소생산성을 뒷받침하는 경제성장 이론은 크게 외생적 성장이론과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구분
된다. 외생적 성장이론은 Solow를 중심으로 한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으로 생산요소의 한계
생산체감의 법칙을 가정하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기술진보(총요소생산성)임을 가
정한다. 하지만 기술진보는 외생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배
제한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국가 간 일정 수준으로 수렴함을 주장하는데, 1870년부터
1979년 사이에 일본이나 이태리 같은 빈국들과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부국들과의 일인당 소득격차
가 좁혀졌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 • • 127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반면 내생적 성장이론은 1인당 국민소득 수렴현상에 대한 반대논리로 부상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만 일인당 소득 수렴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 그 전 기간(1870- 1950)에는 일인당 소득의
역수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분석 자료가 선정된 기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이룩한
나라들의 경제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수렴현상의 입증에 유리한 표본 선택편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생적 성장이론은 경제성장을 경제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힘의 결과물이 아니
라 경제체제의 내생적 결과물이라고 간주하며,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R&D가 총요소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R&D 활동의 확대 ⇒ 신지식 창출 ⇒ 지식스톡 증가 ⇒ 총요소생산성 및 경제성장률 증가
즉, 총요소생산성 및 경제성장이 R&D 활동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R&D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역할이 중요하다는 논리가 도출된다.
총요소생산성은 국가 또는 산업수준의 거시경제 자료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방식과 기업 수준의
미시경제 자료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상이하며 각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2) 거시경제 자료를 활용한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론
먼저 국가나 산업의 생산함수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을 가정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사용한다.

             

(1)

t : 연도, Y : 부가가치, K : 자본스톡, L : 노동, R : 연구개발스톡,
B : 부가가치 중 노동, 자본스톡, 연구개발스톡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
λ : 노동소득분배율, δ : 연구개발스톡의 탄력성

총요소생산성은 다시 연구개발스톡과 잔차항의 부분으로 구분된다.
ln    ln       ln    ln  
 ln    ln  
식(2)를 차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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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ln     ln  
        
       
        
     
    ln  
     

(3)

     
  
여기에서     ,       로 정의된다.
     
  
연구개발스톡 R(t)에서 진부화율을 0으로 가정하면         가 성립하면서 식(4)와 같이
총요소생산성을 정의할 수 있다.

  
 ln       ln  
  

(4)

  
   : 연구개발스톡의 한계생산
  

   : 연구개발투자,
  
: 연구개발집약도

  

식 (2)에 기초한 추정식은 연구개발스톡(    )과 총요소생산성(lnA(t))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연
구개발스톡의 부가가치 탄력성()을 추정하는 방식인 반면 식 (4)에 기초한 추정식은 연구개발 투

  
자집약도(  )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ln   )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수익
  
률()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스톡의 탄력성보다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에 대
한 추정계수가 보다 안정적이라고 간주하여 후자의 추정방식을 선호한다.
3) 미시경제 자료를 활용한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론
총요소생산성은 산출량 증가에서 투입요소 기여분을 제외한 잔차(residual)의 성격을 가진다. 생
산과정에서 투입요소가 노동과 자본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이 두 가지 투입요소의 결합이 총요소생
산성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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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총요소생산성, 와 은 각각 노동과 자본의 가격,   는 각각 산출, 노동투입
량, 자본투입량을 나타낸다.
국가 수준과 산업 수준에서의 총요소생산성의 측정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수십 년간 많은 연구
가 축적된 반면, 기업 수준의 총요소생산성은 자료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에 본격
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업 수준에서의 총요소생산성은 Good et al.(1997), Aw et al.(2001)의
방식에 따라 식 (6)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ln  ln  
ln 
 
    
 ln  
ln 
 












(6)

ln  
ln 
 








 

ln  
ln


   

 



  



  

여기서   ,  는 각각 년도 기업의 총매출액, 년도 기업 요소투입의 비용 부문,
년도 기업의 요소투입 를 나타내며, upper bar 형태의 변수는 해당 변수의 산업평균을 나타낸
다. 식 (6)의 우변의 처음 두 항은 t년도 기업과 t년도 가상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수준의 차이를, 셋
째, 넷째항은 t년도 가상기업과 기준년도(base year,  ) 가상기업 간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의 차이
를 의미한다.
상기 방식은 <그림 1>과 같이 각 연도에 모든 변수의 평균적인 수치를 갖는 가상의(hypothetical)
기업을 설정하고, 이 가상적인 기업들은 시점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t년도 관측치와
t-1년도의 관측치는 각 해당 연도에서 가상의 기업과의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계산하고(cross
sectional difference), t년도 가상기업과 t-1년도 가상기업과의 총요소생산성 차이를 추가로 고려
하면(time series difference) 패널자료간의 총요소생산성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림 4-3] 총요소생산성 측정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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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을 가정하며, 투입요소로는 자본과 노동,
중간재를 사용한다. 산출은 총매출액에서 상품과 제품의 재고 증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노동투
입은 총노동시간 수로 정의하며 총노동시간은 산업별, 연도별 평균 근로시간과 기업별 종업원 수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중간재 투입은 판매원가와 판관비의 합계에서 인건비, 감가상각비, 연구개
발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이 중 인건비,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는 아래와 같다.
중간재투입 =
판매원가+판관비–인건비–감가상각비–연구개발비

(7)

인건비 = 노무비(제조원가명세서) +
급료와임금(판관비)

+ 상여금(판관비) +

퇴직급여 충당금전입액(판관비) +

(8)

퇴직금(판관비) + 복리후생비(판관비)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판관비) +

(9)

감가상각비(제조원가명세서)
연구개발비 = 연구비(손익계산서) +

(10)

연구비(제조원가명세서)

자본스톡은 영구재고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며, 산식은 식 (11), (12)과 같다.


        


(11)

        

(12)

PK는 고정자산(capital asset)의 가격지수이며 KNB는 유형자산에서 토지와 건설가계정을 제외
한 금액, DEP는 판관비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감가상각비 합을 사용한다. 산출물과 중간재, 투자
재 디플레이터는 EU KLEMS나 통계청 물가통계 자료를 토대로 계산가능하다.
자본비용(Capital cost)은 Jorgensen(1963), Kim(2007), Fukao et al.(2008) 등이 제시한 방
법에 기초해 식(19)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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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실질세율, 는 자기자본비율, 은 장기국채이자율, 는 장기프라임레이트, 는 감가
상각률, 는 가격지수, 는 가격지수의 5년 이동평균값을 각각 의미한다. 는 투자재 1원의 감가상
각충당금으로 인한 세금절감의 기대 현재가치를 의미하며 식(14)와 같이 계산된다.

   ∙              

(14)

4) 총요소생산성을 활용한 R&D 투자의 성과분석 관련 선행연구
가. 백철우 외(2014)
NISTEP(2009)은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조사와 유사한 자료를 활용해서 R&D 투자의 생산성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의 총R&D 투자가 일본 GDP를 몇
% 증가시켰는지를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으로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기존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분을 R&D에 의한 효과와 비R&D에 의한 효과로 세분화해서 분석했다
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백철우 외(2014)는 이 모형에 기반하되 R&D 투자를 민간 R&D 투자와 정부 R&D 투자로 세분
화하고, 횡단면 분석이 아닌 패널모형으로 확장한 모형을 실시하였으며, 추정모형은 식(15)와 같다.
 ln    ln    ln    
      
      
     


(15)

여기서 ln 는 총요소생산성의 자연로그값, 즉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된다. ln   는 매
출액의 자연로그값,  는 매출액 대비 기업의 자체 R&D투자액 비율,
 는 매출액 대비 정부 R&D지원액 비율, 는 연도더미, 는 패널개체
(기업)의 특성변수이다. 는 기업을, 는 연도를, 는 R&D 투자의 시차를 나타낸다. R&D 투자의
시차는 시차변수를 계속 추가하면서 회귀계수의 유의한 시점까지 반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패널모형은 패널개체의 특성변수()가 설명변수( )와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된다. 패널모형에서 설명
변수로 설정하지 않은 잔차(특성변수)의 효과가 설명변수와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상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한다. 패널자료의 성격을 감안해서 하우스만 검정
(Hausman test)을 통해 최적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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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크게 다음 4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1단계]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독립변수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최소자승법(OLS), 고정효과 모형, 임의효과 모형 등을 회귀분석한 후, 적합성 검정을 통
해 최적 모형 선택
[2단계] 1단계에서 추정한 최적모형의 계수와 기업별 데이터를 대입하여 각 기업별로 총요소생산
성의 이론치를 계산하고 이를 매출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도출
[3단계] 2단계의 과정을 반복하되 R&D투자액이 0이라고 가정하고 각 기업별로 총요소생산성의
이론치를 계산하고, 이를 매출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도출
[4단계] 2단계에서 계산한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의 이론치에서 3단계에서 계산한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의 이론치를 차분해서 이를 연구개발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성장률로 정의
분석결과의 예시를 위해 백철우 외(2014)의 분석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2004-2008년 기
간 동안 기업의 매출액이 연평균 11.67% 증가하였으며, 이 중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4.82%이
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분을 R&D와 비R&D에 의한 부분으로 구분하면 연평균 4.82%의 총요소생
산성 증가에서 0.45%만이 R&D에 의한 기여분이며 나머지 4.37%는 비R&D에 의한 기여분임을 의
미한다. R&D 중 정부 R&D지원으로 인한 부분만 별도로 추출하면 그 영향은 0.01%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10.26%(=0.45/4.82)이며, 이 중 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0.25%(=0.01/4.82)로 미미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요소별 기여도 (2004-2008)
구 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11.67%

11.56%

12.38%

노동, 자본의 기여도

6.85%

6.70%

7.76%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A)

4.82%

4.86%

4.62%

비R&D의 기여도

4.37%

4.39%

4.29%

연구개발투자의 기여도(B)

0.45%

0.47%

0.33%

0.01%

0.01%

0.04%

연구개발투자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B/A)

10.26%

10.67%

7.77%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C/A)

0.25%

0.14%

0.92%

정부R&D 지원의 기여도(C)

* 자료 : 백철우 외(2014)

• • • 133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4)는 내생적 성장모형, 기술추격과 모방을 위한 기술흡수역량, R&D 투
자의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 이론을 활용하여 기초연구가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경제적 파
급효과 규모를 추정하였다.
R&D 스톡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패널고정효과모형(pooled panel
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는데, 민간(LBRD)과 외국(LFRD)의 R&D 투자는 시차 1년, 공공
R&D(LPRD)는 장기 기초연구의 성격을 감안해 2년의 시차를 적용하였다.

         
           

(16)

변수들 간 공적분 관계를 고려하여 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으로 전환하
였고,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의 기초 R&D투자 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변형하면서, 외환위기
(IMF)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식(17)을 도출할 수 있다.
∆  ∆   ≥ ∆ 
       
     

(17)

1970~2013년 국민계정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R&D 투자액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회계방식으로 도출한 총요소생산성을 오차수정모형(VECM)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연
구개발 스톡의 총요소생산성 탄력성이 0.133으로 추정되었다. 1983-2012년 동안 기초연구비를
실질개념으로 합산한 금액은 총 804,224억 원이고, 동 기간 동안 기초연구비로 인하여 증대된
GDP 부가가치 증가분은 282,937억 원으로서 기초연구투자는 총 35.18%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2005)
R&D 투자 성과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연구모형, 분석기간, 자료 등에 따라 R&D
투자의 탄력성에 대한 추정치가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이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의 R&D 투자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적이다. 내생적 성장모형에 더불어 R&D 역량이 기술
이전에 긍정적이라는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 모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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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추정모형은 식(18)과 같다.
∆ ln       ln    
     × ln         

(18)

R/Y는 R&D 투자 집약도이며 는 i 국가와 frontier 국가와의 기술격차, 두 변수의 곱은 기
술흡수역량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모형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4)과 동일하게 유사하며, 민간 R&D, 공공 R&D, 외국
R&D를 구분하지 않고 총 R&D 투자만을 가지고 식(19)를 정의하였다.
∆  ∆    ∆      
                 

(19)

1970~2004년 OECD 연간 국민계정과 OECD LFS(Labor force statistics), OECD MSTI(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자료 활용하였다.
식(18) 추정결과 (R/Y)의 추정계수 0.008028~0.008678 수준으로 이를 수익률로 환산하면
80.28~86.78%이며, 이는 동일한 모형을 추정한 Griffith et al.(2004)의 41.7~75.2%와 유사한
수치이다. 는 양의 유의한 계수를 가져 기술격차가 커질수록 생산성도 증가하여 기술격차에
따른 이전효과(spillover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식(19)의 추정결과,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R&D 투자탄력성은 0.185~0.195의 수치를 보였다. 미
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등 5개국은 국가별로 추가로 추정한 결과, 한국은 미국, 일본보다
는 낮지만, OECD 평균에는 근접한 탄력성을 보였다. 1970∼1990년 시기와 1991∼2004년 시기
를 구분하여 추정하면 전기에는 탄력성이 0.119였으나, 후기에는 0.167로 증가하였다.
라. Soete et al.(2020)
단일 식을 활용한 기존의 국가 간 비교연구는 (i) 국가 간 이질성 및 (ii) feed-back effect를 고려
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Soete et al.(2020)은 경제 규모는 작지만 높은 R&D 집약
도를 보이고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공공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내생적 성장모형에 더불어 공공R&D와 민간R&D 간 보완성을 고려하였다. van Elk et
al.(2015)의 자료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시계열을 연장하기 위해 Penn World Tables 활용하는 방
식으로 분석하였으며, 모든 변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multi-way causality를 통제하기 위해 오
차수정모형(VECM)을 활용하였다.

• • • 135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분석 결과, 공공과 민간의 R&D 투자는 초기에는 보완적 관계를 보이나 장기적으로 대체적 관계
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R&D 투자를 1 표준편차만큼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총요소생
산성이 0.005(0.5%)만큼 증가하였다. 더불어, R&D에 대한 영구적 투자에 대한 4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의 R&D 투자는 총요소생산성과 GDP 성장률 제고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4-4] 공공 R&D와 민간 R&D의 1 표준편차의 충격에 대한 반응
* 자료 : Soete el al.(2020)

분석대상인 네덜란드의 경우, GDP 대비 R&D 투자비율을 3%의 European 2020 strategy 권고
안에도 불구 약 2.5%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의 목표치인 2.5%의 투자수준을
달성한다면 생산성 및 GDP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 한국경영정보학회(2016)
한국경영정보학회(2016)은 국가 R&D 투자로 인한 지식자본의 축적이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
간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분석하였다. R&D 투자를 통해 산출된 특허
의 보유가 간접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확인한 기존 연구가 부족하
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분석은 크게 (1)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분야별 R&D 투자의 생산
성(TFP) 효과 분석 (2) 투자의 매개효과 분석 (3) 산업분야별 R&D 투자의 Spillover효과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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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man & Helpman(1991)의 Spillover 개념을 활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우선 추정한다.
ln    ln  

(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자료와 한국생산성본부(KPC) “KIP Database” 자
료, 특허청 “특허 등록건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체 20개 산업 대상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Spillover 효과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산업별 총산출량으로 독립변수는 해당 산업의 R&D 투자금
액, 총 노동투입량, 실질자본스톡,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별 R&D 투자금액을 사용하였다.

       

(21)

Spillover 변수는 19대 산업별 t 연도의 총연구개발비로서 주요 관심대상은 spillover의 수혜 대
상 i가 아니라 19대 산업인 j 이다. 기존 문헌은 대부분 타 산업에서 해당 산업으로 유입되는 수혜효
과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19대 산업에서 타 산업으로 유출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기본 의
도이므로 분석하려는 19대 산업 j를 하나씩 아래 식에 순차적으로 대입하여 패널분석을 19번 수행
하였다. Spillover(j)는 정부재원 gover(j)와 민간재원 private(j)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시차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1기 전 데이터를 대입하여 시차분석 하였다.
총요소생산성 효과 분석 결과, 전체산업에 대해 정부재원 R&D 투자의 생산성 효과 계수는
0.008, 민간재원은 0.012 수준으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19대 미래성장동력 관련 산업을 대상
으로 할 때 정부재원 계수는 0.019 수준까지 증가하는 반면, 민간 재원은 0.004 수준이었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19대 미래성장동력별 산업 분야에서는 R&D 투자와 생산성의 관계에 있어
특허는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3단계 회귀 분석 과정에서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특허수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특허 등록과 관계없이 R&D 투자는 생산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산업연관분석
1) 산업연관분석 개요
국민 경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그 생산과정에서 각 산업은 원재료의 거래관계를 토
대로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는다. 생산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
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 산업연관분석 또는 투입산출분석이다(한국은행, 2007). 산업연관분석은
거시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분석하며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 고
용, 소득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분석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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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는 1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행렬 형태의 종합적인 통계표로 한국은행이 5년 단위로 실
측하며, 그 사이에는 연장표를 제공한다.

[그림 4-5] 산업연관표의 형식(기초가격 기준)
* 자료 : 한국은행(2007)

산업연관표의 세로방향(열)은 각 산업부문의 투입구조를 의미하여 「총투입액 = 중간투입 + 부가
가치」의 관계가 성립한다. 가로방향(행)은 각 산업부문의 배분구조를 의미하여 「총수요 = 중간수요
+ 최종수요」의 관계가 성립한다.
산업연관표에서 식(22)와 식(23)과 같이 투입계수와 부가가치율을 정의할 수 있고, 식(24)와 같이
투입계수와 부가가치율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투입계수를 토대로 <그림 6>과 같이 투입계수표를
만들 수 있다.

투입계수
부가가치
율

:


  


(22)

:


  


(23)







138 • • •


  



(24)

제4부 R&D의 경제·사회적 파급력 분석

투입계수행렬

   ⋯  ⋯ 
⋮⋮
⋮
⋮
    ⋯  ⋯ ∈
⋮⋮
⋮
⋮




⋯
⋯
  



(25)

부가가치율

     ⋯  …  

(26)





[그림 4-6] 투입계수표의 형식
* 자료 : 한국은행(2007)

산업연관표는 각종 유발계수를 통해서 최종수요나 투입 한 단위가 해당 산업과 타 산업에 직간접
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 직ﾷ간접
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식(27)로 계산된다.
생산유발계수 =     

(27)

한국은행이 산업연관표와 같이 제공하는 <그림 7>의 생산유발계수표를 제공하는데, 세로방향
(열)의 합이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 한 단위가 전후방 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의 크
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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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생산유발계수표의 의미
* 자료 : 한국은행(2007)

마찬가지로 최종수요 한 단위가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의 크기는
부가가치 유발계수로 정의하고, 최종수요 10억원이 발생할 때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
발되는 총취업유발 인원은 취업유발계수로 정의되며, 해당 수치 모두 산업연관표오 같이 제공된다.
2)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R&D 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관련 선행연구
가. 홍찬영(2018)
홍찬영(2018)은 지역에 투입된 R&D 투자가 유발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공식
국가 통계자료인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의 단위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를 승수분
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특히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기적인 투자수요 증가(수요 측면)
와 장기적인 생산역량 제고(공급 측면)라는 두 가지 경로의 효과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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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과 같이 R&D 사업 시행기간에 지역에 투입되는 투자액(유량)은 매년도 고정자본 형성
의 증가분에 해당하여 최종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추가 생산을 유발한다. R&D 사업 종료 후 투자
가 이루어진 유관 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및 매출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추가
생산이 유발될 수 있다.

[그림 4-8]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 자료 :홍찬영(2018)

R&D 투자 증가분이 투자기간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부분은 수요측면의 파급효과(단기적·일
차적·후방연쇄효과)로 간주하며, 이는 R&D 투자의 단위 증가에 따른 효과로 기술이나 산업 분야와
무관하게 연구개발 활동자체가 가져오는 생산, 부가가치, 노동 측면의 유발효과를 행렬식으로 계산
할 수 있다.
R&D 투자 기간 이후에 생산역량 제고로 인해 유발되는 부분은 공급측면의 파급효과(장기적·이
차적·전방연쇄효과)로 간주하며, 이는 대상 기술 분야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효과로, 해당
산업의 단위 생산 증가에 따른 타 지역, 타 산업으로의 생산 유발효과를 행렬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4-9] 단기적 투자수요 증가(좌)와 장기적 생산역량 제고(우)의 파급경로
* 자료 :홍찬영(2018)

분석 결과, 연구개발투자의 단기적 효과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유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지역
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생산·부가가치·노동 유발효과는 서비스 부문인 ‘음식점 및숙박서비
스’와 ‘도소매서비스’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투자의 원래 목적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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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거리가 멀지만, 연구개발이라는 인적활동에 따른 경상비 지출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라 할 수 있
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연구개발사업을 지역에 유치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단기적 유발효과는 사업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것임을 유의해
야 한다.
나. 신윤성 외(2013)
신윤성 외(2013)은 로봇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로봇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R&D 투자의 당위성과 중복성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산
업연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로봇관련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10년 2.265로 2003년 2.269 대비 소폭 하락한 반
면 2009년 2.243 대비 상승하였다. 로봇관련 산업의 상위 요소인 제조업 및 일반기계의 생산유발
계수가 전년(2009년) 대비 모두 하락한 것에 반해 로봇관련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증가하여 성장
세를 확인하였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3년과 비교했을 때 2010년에는 제조업(0.643→0.590), 일반기계
(0.719→0.645), 로봇관련 산업(0.712→0.619) 모두 하락하였다. 일반기계 및 로봇관련 산업의 부
가가치유발계수가 소폭이지만 감소한 것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중간투입률 확대 및 핵심부품
의 수입의존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로봇관련 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2003년 0.288, 2009년 0.372에서2010년 0.381로 상승하여
핵심부품과 부분품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반영하였으며, 2010년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9(명/10억 원)로 나타나 2000년 18.1명, 2003년 16.9명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었다.

3. 비용편익분석
1) R&D 투자의 비용편익분석 개요
비용편익분석은 투자의 효과를 화폐화된 편익으로 산정한 후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를 비교하여
투자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방법론이다. R&D 투자의 비용편익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널리 활
용되기 때문에 편익 및 비용 추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KISTEP)을 참고할 수 있다.
편익/비용비율은 운영 후 연도별 발생하는 편익과 투입되는 비용을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준
연도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편익/비용비율)≥1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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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는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
로 할인하여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 값이며 (순현재가치) ≥ 0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편익․비용비율   


순현재가치   

      









      

(28)







(29)



 

 : 시점  에서의 편익





 

 : 시점  에서의 비용





 

 : 할인율(이자율)





 

 : 내구연도(분석연도)



2) R&D 투자의 편익추정 방법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정
(+)의 가치증가와 부(-)의 가치감소의 측면으로 구분된다. 정(+)의 가치증가 측면에서는 신기술 적용
을 통한 생산량 증가, 기술이전에 의한 로열티 수입에 의한 기술거래 편익이 대표적이다. 부(-)의 가
치감소 측면에서는 생산투입 자원 및 시간의 절감과 연구 기간, 출장회수, 등의 연구수행 절감, 물류
비용 절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감소, 질병･환경 비용절감 등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 분석
시 편익으로 반영될 수 있다. 반면 논문, 특허 등의 과학기술 지식 및 산업파급효과 등은 편익이 간접
적으로 발생하거나 화폐화하기 어려운 관계로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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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편익항목

 구분

 정(+)의
 가치
 증가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분석 시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분석 시

 편익 반영

 편익 미반영
 과학기술 지식
(논문, 특허 등)*

 지역산업구조 개편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도 향상

 부가가치 유발효과

 기술거래

 과학기술자의 교육
훈련

 수입유발효과

 기술이전에 의한 로열티 수입

 국가위상의 제고

 부가가치 증대
 신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량 증가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수출유발효과
 소득분배효과

 지역개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시장권의 확대
 비용 절감
 생산투입 자원 및 시간의 절감
 부(-)의

 연구기간, 출장회수 등의
연구수행 비용 절감

 가치

 물류비용 절감

 감소

 피해 비용 감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
 질병비용절감**
 환경비용절감**
* 논문이나 특허는 비용효과분석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질병비용절감과 환경비용절감은 사업이 기여한 부분만의 산출과 이중계산 배제에 제약이 있을 경우 비용편익분석이 아닌 비용효과분석으로
수행 가능
* 자료 : KISTEP(202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시장수요접근법은 시장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 R&D사업에 적용가능하며, 해당 연구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미래 시장규모의 증가분에,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기여로 창출된 직접적 편
익을 한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편익을 산정한다.
부가가치 창출편익 = 미래 시장규모 × 사업기여율 × R&D기
여율

(30)
× 사업화성공률 × 부가가치율

여기서 미래 시장규모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 산업/제품의 미래
총생산액(또는 매출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미래 국내 수요 중 국산품이 차지하는 규모와 해외
에 수출되는 규모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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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여율은 편익 발생시점 이후의 시장규모는 조사 대상 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수행된 연구개발활동과 동시대에 추진되는 연구개발활동의 성과에도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사업기여율로 조정하며, 식(31)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유사 정부투자는 NTIS 유사과제 검
색을 통해 산정할 수 있다.
사업기여율 = (동 사업 예산) /
( 동 사업 예산 + 유사 정부투자 + 유사 민간투자)

(31)

R&D기여율은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때, 전체 부가가치 가운데
연구개발에 의한 기여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거시적 관점에서 총요소생산성에 대
한 R&D투자의 탄력성 추정치를 활용한다. 현재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최근 데이터를 적
용하여 구한 수치(35.4%)를 적용한다.
사업화성공률은 기술개발 결과가 시장에서의 경제적 효과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의 실
증 및 상용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편익은 사업 수행으로 창출된 매출액 전체가 아닌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부가가
치율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조사 착수 시점의 최신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 중 기본부
문 기초가격거래표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 / 총투입액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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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모형
1.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특징 및 구성요소
1)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특징
일반균형모형은 특정 지역, 국가, 혹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행위를 수식적으로 모델링한
거시경제 모형이다. 그리고 현실의 경제상황은 모형화한 원리 체계에 의해 발현된 결과라고 가정한
다. 이 때의 경제상황은, 보통 연간 경제주체간의 거래액을 조사하여 작성한 표인 투입-산출표
(input-output table)를 말하게 된다. 일반균형 모형에서는 투입-산출표의 확장 버전이라 할 수 있
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거래액이 바로
일반균형점에서의 경제활동이 구현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균형 모형의 특성으로부터
우리는 해당 모형의 장단점을 유추할 수 있다.
① 일반균형모형은 ‘균형’을 가정한다.
균형은 시장에서 수급이 정확히 이루어진 상태로, 외부적 교란요인이 없다면 그 당시의 경제 상태
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매우 충실한 생각이지만, 현대의 경제학에서는 이
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이론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한 개념이 현실과는 매우 괴리되어 있기 때문
에, 그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또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단점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태경제학에서는 효용 극대화와 같이 인간의 합리적, 효율적 선택을 가정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심리적인 기제에 따라 매우 불합리한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진화경제학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정태적 균형점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동적인 상태의 균형만이 있다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경제상황은 항상 변화하는 상태이
며, 따라서 SAM에 있는 수치들이 균형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균형 이론은 엄밀한 수리학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는 학자들이 많다. 비록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가정 위에서 수학적
인 논리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균형이론은 학문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일반균형모형은 모든 시장에서의 ‘동시적 균형’을 가정한다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이론과 대비되는 개념이 부분균형(partial equilibrium)이다.
두 개념은 시장에서의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인 균형점의 존재에 대해서는 동일하나, 부분균형
적 사고에서는 특정 시장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
시장에 대한 부분균형적 분석에서는,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용 및 공급만을 고려하고 그 외의 다른 상
품이나 생산요소 시장은 독립되어 고정된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는 모든 상품과 가격체계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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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일반균형적 사고와는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계량 및 통계분석은 모두
부분균형 분석에 속한다.
따라서 부분균형 분석은 분석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관심의 대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관하
다고 판단되는 경제 변수들 사이의 관계식만 설정하고, 그 이외의 변수나 방정식은 무관하다고 가
정한다. 물론 완전히 관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여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면 분석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분석할 방정식의 개수는 수
개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일반균형 모형은 모든 시장을 모형화하므로 다수의 방정식이 존재한다. 특히 n개의 상
품 수를 가정하면, 상품시장을 표현하는 방정식은 n배로 늘어나게 되며, 따라서 방정식의 개수가
수 천개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만약 모형화 과정에서 방정식 사이의 논리가 상충하면 해를 구
하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분석 과정이 비교적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숙련된
학자가 아니면 일반균형 분석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제기된다. 또한, 경제적 충격이 파
급되는 경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여러가지 영향이 중첩되는 경우 최종 결과를 개별 요인
별로 분리하기 곤란하여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일반균형모형이 관련된 변수들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특정 시장에서 외부적 충격으로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다른 시
장에 끼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③ 일반균형모형은 비교정태 분석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균형 상태에 있는 경제는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경제 상태가
유지되며,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곧 새로운 균형점으로 수렴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균형모형
에서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경제에 의도적인 변화가 가해진 경우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경제상황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도적인 변화는 거시 경제적 변화
로, 중앙은행의 이자율이나 정부의 세율 변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모형에서 이러한 정책변수들이
외생적인 항으로 고려되어 있다면, 해당 변수값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균형해의 계산이 가능하며,
이를 초기 균형점과 비교함으로써 정책변화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균형 모
형은 비교정태(comparative static) 분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교정태 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의 변화 이외의 다른 조건은 불변함을 가정한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경제 변수들(예, 환율, 경기)을 불변한다고 가정하고, 관심 변수의 변화
만을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는 여타조건의 변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균형 모형
의 분석 결과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단점이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주
체의 행위도 변화한다는 소위 ‘Lucas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일반균형
모형이 예측 목적으로 쓰이기 어려운 모형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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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점은 동적분석에 비해 뛰어나지 못한 점일 수 있다. 특히 일반균형모형은 기준년도로
삼은 한 해의 데이터만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기에 걸친 과거 데이터의 변화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
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임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을 모두 고려한 모델링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관심변수 자체만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비교정태 모형에서의 가정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일반균형 모형은 관련된 모든 시장에서의 영향을 수치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다른 방법에 비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점이 부각되기도 한다. 무엇보
다도, 일반균형 모형에서는 정책변수의 수치를 여러가지로 바꾸어 보면서 각 경우의 효과를 모의실
험(simulation)해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모의실험 결과들 사이에
서 최적의 정책을 결정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2) 다른 모형과의 비교
투입-산출분석은 산업연관분석이라고 하는데,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
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 형식
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기술을 나타내는 투입계수체
계를 이용하여 최종수요와 부가가치가 주어질 때 외생변화가 각 산업별로 산출, 수입, 고용 등 내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산업연관분석은 정태분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함수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가지게 된
다. 또한 모형 내에서 많은 중요변수들을 외생화 시킴으로써 제도의 변화에 따른 경제변화의 움직
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산업부문 간 중간투입재의 기술적 관계에 기초하여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단기적인 정책 효과에 대하여 용이한 결과 도
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거시경제모형은 전통적인 계량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와 생산의 반
응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모형을 구성하고 경제와 외부충격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거시경제모형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제약조건하에서 수요와 공급함수의
최적화에 근거하여 제도나 정책변화의 효과를 계량화한다. 이는 주요한 거시변수들 간의 관계를 모
형화하고 규제변수를 외생변수로 설정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거시모형의 결과와의 관계를 분석함으
로써 제도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거시경제모형은 모형설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동태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산업별 분석이 어렵고 모수추정을 하려면
많은 양의 시계열 데이터가 요구되며 제도변화에 따른 산업간 파급효과 분석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
다(박형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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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일반균형은 생산기술, 선호관계, 생산요소 부존량,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관해 구체적인 가
정을 통하여 경제의 일반균형을 묘사하는 방정식 체계로써 제도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연산일반균형을 투입-산출 분석 모형이나 거시경제모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연산일반균형은 모든 시장에서의 모든 경제주체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연산일반균형은 광범위한 부문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제묘사를 할 수 있다. 셋째, 각 경제주체
의 효용극대화 또는 이윤극대화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경제 전체적인 제약조건을 강제
하는 것은 다른 모형에서는 볼 수 없는 장점이다. 넷째, 연산일반균형은 경제에서 서로 다른 부문 간
의 파급효과와 상대가격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고 산업별로도 일정한 세부적 분석이 가능하다. 하
지만 연산일반균형은 다른 모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한다. 첫째, 거시경제모형과는
달리 연산일반균형의 경우 경제적 충격이 파급되는 경로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
러 가지 충격의 영향이 중첩되는 경우 최종 변화를 개별 요인별로 분리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다른 모형들과는 달리 연산일반균형은
모형과 변수에 가정이 많이 필요하고, 모형의 가정이 비현실적일 수 있으며 모형의 해를 구하기 위
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셋째, 연산일반균형의 경우 특정 상황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특수
한 형태의 경직된 모형이 구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회적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경향이 있다. 넷
째, 연산일반균형의 동태적 모형 같은 경우 지속적인 갱신이나 종합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연산일
반균형의 경우 기준이 되는 년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기준년도에 따른 변동이 심
하다.
<표 4-5> 경제 분석 모형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정태분석 방법임

투입-산출
분석모형

 계산 과정이 단순함

거시경제
모형

 모형설정이 비교적 간단함

 산업간 파급효과 분석이 힘듬

 동태적 분석이 가능함

 모수추정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함

 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
능함

 경제적 충격이 파급되는 경로를 파악하기 힘듬

연산일반
균형 모형

 단기적인 정책 효과에 용이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제묘사가 가능함
 각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함
 서로 다른 부문 간의 파급효과와 상대가격
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음

 경제 현상의 비선형성을 반영 못함
 다양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힘듬

 모형 및 변수에 많은 가정이 필요하고, 이들에
민감하게 반응함
 기준년도에 따른 변동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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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구성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사
회회계행렬의 작성이고, 둘째는 행태 모수의 보정이며, 마지막은 연립방정식 체계의 확립이다. 사
회회계행렬은 국가경제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자료 체계로써, 기본적으로 각 경제주체의 수
취와 지불 관계를 행과 열로 나타내는 정방행렬이다. 사회회계행렬은 각 경제 단위간에 이루어지는
상호거래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각 부문의 투입과 산출계정이다. 이는 모형의 각 방정식에 포함되는
모수 값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사회회계행렬의 작성이 완료되면 행태 모수를 정하
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행태 모수는 초기 균형점에서 경제정책 또는 경제제도의 변화로 인해 새
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할 때 그 이동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연산일반균형 모형에서 행태 모수는
다양한 탄력성으로 표현된다. 대표적인 탄력성으로는 수입재와 국내재 사이의 대체탄력성, 국내공
급과 수출공급 간의 전환탄력성,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탄력성 등이 있다. 이러한 탄력성은 시계열
데이터가 충분할 경우 직접 계량적 방법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나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문헌에서 그 값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
한으로 피하기 위해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는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태 모수의 수를 최소
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립방정식체계는 생산기술, 노동시장의 수급
관계, 거래관계, 중간재 및 최종재의 수급 등을 수량과 가격의 함수로 나타내는 일련의 방정식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러한 연립방정식체계는 분석목적에 따른 효용함수와 생산함수로부터 도출된 행
태방정식을 포함하며, 사회회계행렬에 내포되어 있는 경제적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과 항등식 등
을 포함한다(박형진, 2001).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기본 구조는 경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확정함으로써 결정되는데, 이
는 다음의 5가지 항목들로 묘사될 수 있다(최환, 2002). 첫째, 경제주체들을 설정해야 한다. 연산일
반균형모형은 분석목적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변화되거나 세분화 시킬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생산
자와 소비자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행동규칙은 개별경제주체의 동기를 반영하는 형태로 설정되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의 경우 기술제약 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행동한다고 가정하
며, 소비자의 경우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셋째, 개별 경
제주체들은 그들이 관찰하는 신호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개별 경제주체들은 가격을 통해 그
들의 적정화 문제를 푼다. 이에 가격은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중요한 신호가 된다. 넷째, 개별 경제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게임의 법칙을 설정해야 한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은 분석목적이나 분석방법
에 따라 설정해주어야 하는 게임의 법칙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시장이 완전경
쟁시장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부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균형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연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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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에서는 시장청산조건과 거시마감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개별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을 경제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사용한다면 총소득과 총지출이 일치하
게 된다. 하지만 저축과 투자 때문에 총소득과 총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경제
의 균형을 잡기위해서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모형의 거시마감방식이
다. 이러한 거시마감방식은 신고전학파 거시마감, 요한슨 거시마감, 케이지안 거시마감, 피셔리안
거시마감 방식 등을 있다. 한편 시장청산은 모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개별경제주체
들의 선택이 서로 일관되도록 하는 작업이다.

2.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 활용 사례
연산일반균형 모형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분석 도구로서 인식되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
로 국제무역 분야와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등에서 활용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연구개발 분야에도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산일반균형 모형은 근본적으로 연구개발투자 자료의
구축과 모형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연구 결과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한 대표적 연구사례는 아래와 같다.
1) Diao et al. (1999)의 연구
Diao et al. (1999)의 연구는 내생적 성장 이론에 기반하여 국가의 장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 대안들의 중요성과 메커니즘을 계량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정
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Diao et al. (1999)의 연구에서 정부 정책이 장기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메카니즘은 Coe
and Helpman (1995)의 연구를 토대로 설정되었다. Coe and Helpman (1995)에 의하면 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성장의 주요 원천을 자체 연구개
발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새로운 기술 지식(특허)을 창출시키는 상업적 연구개발투
자에 대한 시장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가
를 전 세계의 연구개발 스톡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하는 개체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의 무역개방 장려 정책은 국가 간 무역과 함께 기술 지식의 국내 유입을 활성화시키는 메커니
즘을 제공하여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Diao et al. (1999)은 정부 정책이 국내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키고 해외 기술 지식의
파급효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킬 수 있는 정책들에 초점을 맞춘다. 즉, 연구개발 활
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연구개발이 집약된 재화의 활용을 보조하는 간접적 지원책을 통해 국내
자체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과 해외로부터의 기술 파급효과를 흡수하고 활용하도록 유도
하는 정책을 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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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모형은 Romer (1990)와 Grossman and Helpman (1991)의 성장모형을 기본으로 모
형화되었다. 생산부문은 연구개발 부문과 최종재 생산부문으로 나뉘며, 연구개발 부문은 지식(특
허)을 생산하는 기업과 연구개발 자본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다시 구분된다. 여기서, 한 개의 특허
는 한 개의 자본재를 생산하는데 활용하며 그 수는 동일하다. 지식의 파급효과는 자체 연구개발 활
동과 해외로부터 발생하며, 이것은 연구개발 생산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모형 내 경
제는 연구개발 활동의 수준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Diao et al. (1999)은 일본 경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1992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과 일본의 주요 경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본은 성공적인 산업 선진국으로서 해
외 기술 지식을 잘 활용하는 대표적 국가이며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해외 연구개발 스톡으로부터의
파급효과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적합한 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무역 자유화 정책을 통해서 국내 연구개발 활동으로의 자원 재할당에 대한 미치는 효과
는 미미하였지만 이러한 정책은 해외 기술 지식의 파급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결국 기업의 생
산성을 증가시켰다. 한편, 사회적 효용은 동등 변화(equivalent variation index) 관점에서 평가되
었는데, 모든 관세 보호가 경제의 모든 섹터에서 제거되는 무역 자유화 전략을 적용할 경우 사회적
효용은 처음에는 상승하지만 장기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투자재의 무역
에 전략적 시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중립적(non-neutral) 무역 촉진 정책은 경제 성장을 이끄
는 보다 우수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연구개발 촉진 정책은 연구개발 활동의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과 최종재 생산자의 연구개발
자본재의 지대 비용을 지원하는 간접적 방법 등 두 가지 경우로 평가되었다. 두 가지 정책 모두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더 많은 자원들이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되도록 유도
하여 국내 연구개발 스톡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과
함께 투자재 수입을 유발시킴으로써 국가가 보다 많은 해외 연구개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한편, 무역 개방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해야 하는 전략적 무역 정책에 의
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전략적 무역 정책의
현실적인 보완책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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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hosh (1999)의 연구
Ghosh (2007)는 캐나다를 대상으로 내생적 성장이론을 적용한 다부문 소규모 개방경제를 모형
화한 후 대안적인 정책들이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정책
들이 시장 유인체계(market incentives)를 통해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장기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Ghosh (2007)의 모형에서 생산 주체는 연구개발 부문과 최종재화 생산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개발 부문은 새로운 기술 지식(특허)을 생산하는 기업과 기술 특허를 이용하여 새로운 연구개
발 자본재(capital variety)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구분된다.
연구개발 생산 기업은 독점적 지위 아래 본원적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기술 지식(특허)를 생산하
게 되며, 산출물은 생산된 새로운 기술 지식의 수로서 측정된다. 특허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노동
과 자본 등 투입 요소별 한계생산체감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생산된 특허의 수가 규모수익 불변
(Constant Return to Scale; CRS)로서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원적 생산요소
에 대한 한계생산체감 효과가 완화된다. 이러한 모형 상세를 통해서 각 기업은 국내 지식스톡으로
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해외 기업들이 수행한 연구개발로부터의 파급효과는 연구개발 기업
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단, 해외 지식의 파급효과는 기술이 체화된 자본재의 수입을 통해서 이루
어진다고 보았으며, 자본재 수입이 증가할수록 지식 파급효과도 증가한다.
최종재화 생산 부문은 완전경쟁 시장체제 하에 있으며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구성된다. 각
산업에서는 하나의 재화를 생산한다. 이때 최종재는 규모수익 불변 기술의 다층 구조(nested
structure)로

생산되는데,

최종적으로

복합

중간재와

부가가치가

투입된

콥-더글러스

(Cobb-Douglas) 기술로 생산된다. 복합 중간재는 레온티에프(Leontief) 기술로 생산된다. 특히,
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연구개발 자본재를 투입요소로 하는 규모수익 불변 기술로 생산되며, 각 생
산 요소에 대해서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보인다. 그러나, 연구개발 자본재의 수(즉, 특허의 수)
가 증가하는 만큼 부가가치의 생산은 동일하게 증가하는 규모수익 불변으로서 부가가치 생산의 생
산성은 증가하고, 그것이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요약하면, Ghosh (2007)가 제안한 모형에서 자체 연구개발 활동은 연구개발 부문의 기업들과
최종재 생산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해외로부터의 지식 파급효과는 연구개발 기업의 생산성
에만 영향을 준다.
모형의 자료로서 GTAP DB version 5 (1997)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Ghosh (2007)는 캐나다의
연구개발 총 지출액 외에 연구개발의 산업별 지출액을 획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물적
자본 투자와 같은 비율로 지출되었다고 가정하여 산업별 연구개발 지출액을 추정하는 근본적 한계
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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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분석에 도입된 세 개의 연구개발 촉진 정책은 첫째,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둘째, 최종재 생산부문의 연구개발 자본재 사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셋째, 국제적 연구개발
확산을 위한 무역자유화 정책이다. 각 지원정책은 관련 세율을 인하시킴으로써 구현되었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방식이 캐나다 경제의 생산성을 가장 많이 향상
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연구개발 자본의 사용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지만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며, 무역 자유화 정책은 생산성 향상에 가장 적은 효과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각 지원 정책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 기업에 지원율을 인상하는 정
책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성 수준은 기준연도의 0.70%에서 2년 후에는 0.86%로 상승하며, 10년 후
0.89%, 150년 후 0.71% 증가한다. 생산성은 기준년보다 높지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상승
의 정도는 둔화됨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매년 지원금이 10억 달러로 정해져 있는 반면, 새로운 기
업의 진입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율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동등 변화 지표(Hicksian equivalent variation)로 분석
된 사회적 효용은 전 기간에 걸쳐 2.79% 상승하였다.
연구개발 자본재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생산성 증가율은 최초 0.70%에서 2
년 후 0.82%, 10년 후 0.78% 증가하지만 150년 후에는 0.69%로 떨어진다. 사회적 효용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평균 0.8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개발 부문으로의 직접적 지원 정책보
다는 기술 지식의 증가율과 생산성 향상의 정도가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 연구개발 자본의 투
입을 증가하는 것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규모수익 체감(Decreasing Return to Scale; DRS)을 보
이지만 새로운 자본의 증가에 대해서는 규모수익 불변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개발 활동
에 대한 직접적 지원정책이 간접적 지원정책 보다 효과적이다.
끝으로, 해외 기술지식의 파급효과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기 관세를 감축시
키는 경우 생산성은 최초 0.700%에서 2년 후 0.701%, 10년 후 0.703%, 150년 후에는 0.702%로
변화한다. 사회적 효용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평균 0.179%로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Lecca (2008)의 연구
Lecca (2008)는 2005년 이탈리아의 Sardinia 지역의 경제 자료를 이용한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지식의 파급효과 유·무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그의 모형에서 지역 산업은 경공업, 중공업, 에너지 및 서비스 산업 등 4개로 통합하여 구분되었
으며, 지식을 노동, 자본과 함께 생산활동을 위한 본원적 생산요소로서 반영하였다. 이것은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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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창출된 자산 즉, 지식을 부가가치의 부분으로 간주하는 SNA 2008과 부합되는 관점이다. 제시
된 모형에서 유형 자산인 노동과 자본, 무형 자산인 지식 간의 상호 대체를 허용하며, 그 대체의 크
기는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의 변화와 대체성 정도(degree of substitutability)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배제적(excludable) 속성의 지식을 하나의 생산요소로서 반영하는 것과 함께 비배제적
(non-excludable) 지식의 속성은 지역간, 국가간 무역활동에서 야기되는 지식의 파급효과를 통해
서 반영되며, 파급된 지식은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통해서 생산량을 변화시킨다. 여기서 외부 지
식의 파급효과는 대외 거래가 증가하고, 해외 연구개발 스톡 대비 국내 연구개발 스톡 비중(즉, 지
역 경제 시스템이 기술 수준을 내재화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할수록 크게 작용한다고 간주하였다.
모형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2005년 국민계정과 OECD (2004)의 연구개발 스톡 자료를 활
용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정보를 산업연관표 및 다른 관련 자료에서 직접적
으로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의 거래가 재화 간 거래에 체화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예일 기술연
계표(Yale technology matrix)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연구개발투자 지출 정보를 구축하였다. 한
편, Lecca (2008)는 무형자본요소로부터 발생한 부가가치는 이미 사회회계행렬 내에 반영되어 있
다고 가정하여 별도 계정을 통해 사회회계행렬 내 반영한 연구개발 자본에 의한 부가가치만큼을 기
존의 부가가치에서 차감하였다. 즉, 연구개발을 자본화함에 따라 부가가치가 새로이 발생한다는 것
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개발투자는 기존의 물적자본 투자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
여 별도의 계정으로 반영한 연구개발을 위한 저축(투자) 만큼 기존의 저축(투자) 계정 값을 차감하
였다. 그러나, 기존 국민계정체계에서 연구개발비는 중간소비로서 생산과정에서 소모되어 없어지
므로 기존 부가가치에 반영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는 투자로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저축
내역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국민계정 체계 내에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가가치와
저축(투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Lecca (2008)의 연구를 통해서 정부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자원을 연구개발투자에 활
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분석은
두 가지 노동시장 조건 즉, 국가임금시장 체계(National wage Bargaining regime; NB)과 지역
임금시장 체계(Regional wage Bargaining regime; RB)을 상정하여 실시하였다. NB에서는 지역
의 명목 임금이 National Bargaining 체제로 인해서 기준연의 전국적 명목임금의 가치로 고정되
어 있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RB에서는 노동 시장이 임금 곡선(Blanchflower and Oswald, 1994)
으로 정의되어 임금과 실업률간의 음의 관계를 반영한다. 분석 결과, 지역 경제 성장률 1.44%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지원금) 수준을 RB에서 2.22%, NB에서는 4.49%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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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술 지식의 파급효과를 반영할 경우, 노동시장이 NB일 때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0.1056%
더 향상되었고, 노동시장이 RB일 때는 0.0153% 더 향상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해외로부터
의 지식 파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생적 생산성 효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다지 크지 않
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Lecca (2008)는 지역의 지식스톡을 증가시킴으로써 장기적 경제 성장을 향상시키려
는 정책은 기대수준 만큼 크지는 않으며, 해외 기술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지도 못
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해외로부터의 기술 지식의 파급효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
입재화에 체화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역은 개방 경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 정책의 비용(기준연도 대비 연구개발투자의 %증가로서 정
의됨)은 지역의 노동시장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Bye et al. (2009)의 연구
Bye et al. (2009)은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경제 성장과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혁신 유인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Bye et al. (2009)의 연구에 앞서 Diao et al. (1999)이 먼저 개방경제로서 일본을 대상으로 분
석하였지만, 일본은 외부 경제와의 거래가 경제 상황을 좌우하는 정도가 노르웨이만큼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의 지식 파급효과를 다루는 점에서
Diao et al. (1999)의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 Diao et al. (1999)에서 해외 기술의 영향은 국내
연구개발 생산을 통해서 발휘되며, 해외로부터의 파급효과는 규모수익 비체감(non-decreasing
returns to scale)으로 연구개발 생산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해당 모형에서는 자체 연구
개발이 경제 성장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Bye et al. (2009)에서는 해외로부터
의 지식 파급효과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준년을 기준으로 해외로부터의 기술
파급효과는 노르웨이 기술 변화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모형 상세는 노르웨
이의 기업들이 자체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해외 지식의 파급효과의 흡수가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Bye et al. (2009) 모형에서 산업은 Romer (1990) 모형과 같이 특허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산업,
특허를 이용한 자본재를 생산하는 산업(variety-capital industry), 최종재화 산업으로 구성된다.
Romer (1990), Jones and Williams (2000)와 다른 후속 연구자에 의한 폐쇄경제 모형 연구들과
같이 기술 향상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연구개발 기업들의 산출물로서 인식된다. 그러나, 소규모 개
방경제를 가정한다는 점에서는 Romer (1990)의 모형과 차이가 나며, 따라서 해외시장 가격 대비
국내 시장 가격 수준이 수출과 수입의 양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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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모형 내에는 1개의 연구개발 산업, 1개의 연구개발 자본재 생산 산업과 16개의 최종
재화 산업이 존재한다. 이때 연구개발 자본재 생산 기업은 매몰비용으로서 연구개발 생산 기업으로
부터 1개의 특허를 구매하여 생산활동에 투입한다. 각 기업은 완전경쟁 체제에 놓여 있으나, 연구개
발 자본재 생산 기업은 독점 하에서 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모형 내에서 경제성장은 기업의 생산성과 다양성의 선호 효과를 통해 내생적으로 이루어진다. 축
적된 국내 지식 스톡에 의한 파급효과를 통해 연구개발 생산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되며, 증가된 지
식 스톡은 다양성의 선호 효과(love-of-variety effects)를 통해서 최종재화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
시킨다. 한편, 해외로부터의 지식 파급효과는 요소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모든 생산기업에게 동일
한 요소 생산성의 값을 외생적으로 부여하였다.
정책 모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개발 생산 부문에 대한 지원 둘째, 연구개발 자본재의 생산 부문에 대한 지원 셋째, 최종재화 생
산자의 연구개발 자본재 구매 지원 등이다. 3가지 정책들은 모두 정액세(lump sum taxes)에 의해
재원이 충당되었다.
세 가지의 정책 대안들은 시뮬레이션의 첫 기에 시행되며 그 이후 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기준연
도로부터 70년이 경과된 시점의 장기 효과로서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개발 생산 부
문에 직접적 지원 정책(R&D subsidy)을 시행한 결과 연구개발 자본재의 수가 증가하여 생산성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재화를 생산하는 부문의 성장률은 저하되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
에서 GDP는 1.9% 증가하였으며 성장률은 0.07% 포인트 높아졌다.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자본재
생산부문의 확대가 경제 전체의 성과를 좌우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자본재 생산자에 대한 지원 정책(capital subsidy)을 시행한 결과 연구개발
자본재의 모든 생산자에게 제공된 지원금으로 인해 생산 비용은 저하되었다. 이러한 비용의 하락은
장기 특허 생산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상승은 연구개발 생산 부문의 직접 지원 정책에서 나
타난 수준의 60%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민간 기업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은 1.6%로
서 이것은 이전 연구개발 직접 지원 정책의 85% 수준을 보여주었다. 한편, GDP는 경제의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부가가치 상승으로 인해 1.2% 상승하였다. GDP 성장률은 0.04% 포인트 더 높아졌지
만 역시 연구개발 생산의 직접 지원 정책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비록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
과는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보다는 낮았지만 사회적 효용 수준은 보다 높았다.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0.33% 사회적 효용 수준이 향상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의 정책 결과보다도 높은 수
준이다. 장기에서 소비 수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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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자본재를 구매하는 최종재화 생산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한 결과 경제
성장 및 사회적 효용에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데 그쳤다. 무엇보다 경제 성장은 연구개발 스톡의 증
가에 기인하는데 이 정책에서 그러한 변화는 적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식의 파급효과와
다양성에 대한 선호 효과로 인해 사회적 효용 역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대체적으로 연구개발 자본재 구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최종재화 생산 부문에서 연구개
발 자본재에 대한 국내의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 및 사회적 효용에 큰 효과를 주지
못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 또는 연구개발 자본재에 생산에 대한 지원 정책의 긍정
적 효과가 부각되었다. 이는 연구개발이 경제성장과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대다수의 계량적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키지는
않는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5) Verbic et al. (2009)의 연구
Verbic et al. (2009)은 슬로베니아(Slovenia) 경제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
장의 요소로서 고려된 내생적 성장이론 기반의 동적 연산일반균형모형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정책
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경제 주체는 20개의 생산섹터, 소득수준으로 구분된 5개의 가계 그룹과, 정부, 투자 및 해
외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섹터별 각 기업은 1개의 재화를 생산하며 생산요소로서 3개의 기술(교육)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인적자본 스톡, 섹터에 특화된 인적자본 스톡, 물적자본과 연구개발 스톡 등
6개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콥-더글러스 생산기술(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을 통
해 재화를 생산한다. 이때, 경제의 연구개발 활동은 섹터에 특화되어 있으며, 기업들은 이익을 극대
화하기 위해 노동력 외에 물적 자본, 인적 자본 및 연구개발투자 등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투자는
가계와 정부 저축, 기업의 보유중인 이익(생산 잉여), 해외 저축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계는 예산제약 하에서 시점 간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의사결정을 한다. 가계는 매기마다 얼마의
시간과 돈을 통해 특정 유형의 인적 자본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며, 시간과 돈에 관한 지출의 결정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이 구축된 모형에서 경제성장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는 것 외에 가
계의 인적자본스톡, 섹터 특화된 인적자본스톡과 연구개발 스톡의 발전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된
다. 총요소생산성은 GDP 대비 연구개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비율과 경제의 개방정도(무역거래
비중)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때, 총요소생산성은 모든 생산섹터에 반영되므로 기업의 연구개발투
자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 국가 수준의 파급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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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을 통해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법인세의 25% 감소(SC1), 둘
째, 법인세 감소분만큼의 연구개발투자 증가(SC2), 셋째,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10% 증가(SC3), 넷
째,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20% 증가(SC4) 등이다.
정책 시나리오별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SC2가 기업의 연구개발 지
출을 6.2∼7.4% 증가시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 나머지 정책들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이 평균 0.45%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편, 연구개발투자는 교육 투자를 수반시킨다. 교육은 생산과
정에서 추가적인 연구개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생산요소인 연구개
발 서비스의 보완적 요소로서 작용한다. 분석 결과 SC1은 평균적으로 가계의 교육 지출을 0.3% 증
가시키며, SC2는 1.4%, SC3 1.3% 그리고 SC4는 2.5% 상승시켰다.
각 정책이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장기 기준으로 SC2와 SC3가 약 1.4%의 상승을
유발시키는 한편, SC4는 2.6%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는 매년 20%씩 정부의 연구개발
지출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효용 지표 변화를 보면, 장기 기준으
로 SC4를 적용할 경우 1.6% 상승하였고, 나머지 시나리오에서는 0.5%～0.6% 증가하였다.
6) Bor et al. (2010)의 연구
Bor et al. (2010)은 시간 반복적 연산일반균형(recursive dynamic CGE) 모형을 통해서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사회회계행렬은 대만 경제의 2001년 경제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한 개의 산업이 같은 생
산 과정에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한 결과 총 16개의 산업과 27개의 재화를 반영하였다.
한편, 노동력을 8개 속성군 즉, 매니저 및 감독관, 전문직업인, 기술인 및 전문적 보조, 점원, 서비스
업 종사자, 판매원, 기술 및 기계 운용자, 비기술 인력, 육체 노동자로 분류하였다.
Bor et al. (2010)의 모형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세 가지 생산 요소가 복합된 본원적 생산요
소가 생산되며, 이것은 다시 중간재와 함께 최종재화를 생산하는데 활용된다. 자본 투자는 물적 자
본 투자와 연구개발투자로 구분되며, 연구개발투자는 다시 공공 연구개발과 민간 연구개발로 구분
되었다.
정책 시뮬레이션은 정부가 연구개발투자를 1% 상승시켰을 경우(1회로 국한)로 설정하였는데, 시
뮬레이션 결과 전반적으로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단점보다는 경제적 혜택을 유발하는 효과가 더 크
게 나타났다.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는 단기와 중기로 구분되는데, 중기 효과는 산업별로 3년 또
는 4년의 시차(time lag)를 두고 발휘되었다. 공공 연구개발 투입은 단기 관점에서 실질 GDP에 약

• • • 159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0.02%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며, 중기 관점에서는 0.04%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장기
적으로는 연구개발투자 상승의 효과가 상실되고 국내 사업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인해 시간에 경과됨에 따라서 GDP 성장은 감소한다. 고용 및 실질 임금에 대한 영향 역시 단기와
중기 및 장기적 관점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장기적으로 수출과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 및 실질
임금의 꾸준한 성장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기술 진보는 인적
자본 또는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장기적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도록 해준다는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그러나 중기 및 장기에서 기술의 진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여 정부가 노동력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직업 및 기술 훈련을 증대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산업 수준의 분석을 통해서 농업 및 식음료 등 1차 산업(primary industries)은 과학 및 기
술 분야의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의해서 야기되는 구축 효과를 피하기 위해 보다 복잡한 산업으로
변형을 추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전통적 산업
(traditional industries)들은 단기 성장을 경험하지만, 장기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부정
적 효과를 얻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7) Jung et al. (2017)의 연구
Jung et al. (2017)은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대한민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고용구조
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회계행렬은 대한민국의 2010년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산업은 총 28개 산업으
로 분류하였고, 노동은 숙련도에 의해 고숙련 인력, 숙련 인력, 미숙련 인력으로 구분하였으며, 가
계는 소득분위별로 20개로 분류하였다. 특히 생산요소 부문에 지식부문을 포함시켰고, 투자부붐에
지식자본투자 부문을 포함시켜 사회회계행렬을 구성하였다.
Jung et al. (2017)의 모형에서는 생산요소 부문에 지식을 포함하여 노동, 자본, 지식이 복합된
형태로 작용하도록 반영하였고, 투자부문에 민간지식자본투자와 공공지식자본투자를 포함시켜서
지식자본투자에 의해 쌓인 산업별 지식스톡과 공공 지식스톡이 파급효과에 의해 다른 산업의 생산
성에 영향을 주도록 하였다.
정책 시뮬레이션은 연구개발집약도가 기준연도 대비 10년 뒤 1% 증가하였을 경우와 그대로 유지
되었을 경우, 그리고 1% 감소될 경우로 설정하여, 고용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
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추가적인 연구개발투자는 총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여 숙련편향적 기술변화가 발생하는

160 • • •

제4부 R&D의 경제·사회적 파급력 분석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개발투자는 GDP와 부가가치 증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으나, 상대적으로 자본에 의한 경제성장 기여율이 높아서 자본편향적 기술변화도 나타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자본편향적 기술변화와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로 인해 추
가적인 연구개발투자는 소득불평등도가 커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식자본투자를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달성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혁신을 통해 발생하는 새로운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향성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인해 발행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정책과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012년 구축한 연산일반균형모형은 최종수요·재정 부문, 대외거래 부문,
금융부문, 고용·임금 부문, 잠재GDP 및 스톡부문, 물가 부문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으
로 정의방정식 28개, 행태방정식 38개, 총 66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중규모 거시경제계량모형이
다. 행태방정식은 최종수요부문 8개, 대외거래부문 12개, 금융부문 2개, 고용/임금 7개, 잠재 GDP
및 스톡 2개, 물가부문 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모형의 특징은 거시경제예측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우리나라 거시경제모형들의 특성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연구개발투자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 있어서 거시경제 주요 변수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생적 성장이론과 기술경제학 연구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기존의
STEPI(1998) 모형과 마찬가지로 잠재 GDP에 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GDP 갭과 물가에 영향을 미
침으로서 거시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투자가 설비투자와 대외수출물
량, 수출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경제의 수요측면에도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기술경제
분야 연구결과들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다. 이 두 가지 과학기술정책수단의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준 시나
리오와 비교하여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정책 시나리오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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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STEPI (2012) 거시경제모형 변수간 관계 및 흐름도
*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2)

① 정부연구개발투자(grnd)를 2000년만 10% 늘렸을 때
② 정부연구개발투자를 매년(2000년~2009년) 10% 늘렸을 때
③ 정부연구개발투자를 2000년만 1조원 늘렸을 때
④ 정부연구개발투자를 매년(2000년~2009년) 1조원씩 늘렸을 때
⑤ 사용자비용(user_cost)을 2000년만 10% 줄였을 때
⑥ 사용자비용을 매년(2000년~2009년) 10%씩 줄였을 때
시나리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지속상승하거나 사용자비용이 지속감소하는
경우 누적 성장효과는 단기적인 상승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나 장기적으로 그 영향은 특정수준에서 수렴하였다. 시나리오 2의 경우, 민간연구개발투자는
t+0 시점에서 3.77% 증가하며, t+9시점에 이르러서는 9.21% 증가. t+9 시점(10년 후)에서 GDP
는 2.06% 누적성장효과를 보였고, 상품수출(금액) 또한 3.21% 누적성장효과를 보였으며, 실업률
의 경우 2.19% 누적하락 하였다. 시나리오6의 경우 GDP는 t+2시점에 5.07%의 성장률을 보이고
점차 효과가 증대되어 t+9 시점에서는 8.47% 증가. t+9 시점을 보면 상품수출(금액)의 경우
13.14%의 부적증가효과가 실업률의 경우 8.52%의 누적하락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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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기반 사회회계행렬 구축 방법
1) 일반 사회회계행렬(SAM)의 구성
사회회계행렬은 산업간 거래를 담고 있는 산업연관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계정 등 정
보를 함께 연계하여, 경제체제 내 주체들 간 거래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입-산출계정과
국민소득계정을 일관되게 연결하는 자료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자료체계를 결합하
여 구성하는 SAM은 경제 내 소득의 순환적 흐름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SAM은
경제체제의 소득 및 지출 항등식이 도출되는 기반 통계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기준연도의 균형경
제를 묘사하는 동시에 CGE 모형을 구성하는 모든 소득 및 지출 항등식 및 구조 방정식이 이와 같은
SAM 구조에 기반되어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SAM의 기본적인 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SAM은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방행렬로 성립된다.
SAM 자료체계에서 행(row)는 수령(receipt) 혹은 소득(income)을 나타내고, 열(column)은 지출
(expenditure)을 나타낸다. 더불어, 개별 계정의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전체 경제구조내의 수입과
지출 또한 일치하게 됨으로써 왈라스 법칙(Walras’law)이 성립하게 된다(양희원 et al., 2012; 여
영준 et al., 2018). 행렬에서 각 열은 지출을 나타내며 열의 합 Sj는 j계정의 총 지출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은 수입을 나타내며 행의 합 Si는 총 수입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원소 S(i,j)는 j계정
에서 i계정으로의 지출을 의미하며, 동시에 i계정이 j계정으로부터 수취한 수입내역을 나타낸다. 사
회회계행렬은 경제 주체들의 수입과 지출이 항상 일치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따
라서, 개별 계정은 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의 원칙에 따라 열과 행 합의 값이 반드
시 동일하도록 기록한다. 복시부기의 원리에 따라, 거래가 두 번 기록되나, SAM에서는 거래가 지출
계정과 수취계정이 만나는 하나의 셀(cell)에만 기록되어, 거래금액이 어느 계정에서 지출되어 어느
계정이 수취하게 되는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Hong et al., 2014; Hwang et al., 2014; 김충실,
2005). SAM은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 경제의 생산, 소비, 축적 활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다. 즉, SAM은 국가의 생산 및 소비 등과 관련한 거래 내역들을 행렬 형태로 나타내어 경제주
체 상호 간 거래 수입과 지출 거래를 보여줌으로써 경제전체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토록 한다.
해당 자료에는 생산, 소비, 수입 및 수출, 생산 부문 간 중간재 거래내역, 생산요소 소득, 그리고 가
계, 정부 등 경제 주체들 간 세부적인 거래 등 기준연도 시점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이 표현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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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산업연관표는 핵심 기반 자료체계로서 역할을 한다. 산업연관표는 일
년 동안 이루어진 산업간 거래를 포함한 경제주체들 사이의 거래를 일관된 방법으로 정리하여, 기
록한 것이며 SAM 자료체계 작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Bank of Korea, 2013). 산업연관표
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산업 별로 총산출을 생산하기 위해 각 산업으로부터 상품을 얼마나 구입
하여 중간재로 투입하였는가를 밝힘으로써, 생산된 상품들이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를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연관표는 ‘생산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생산계정과 다른 계정들 사이의 관계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기반자료로서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SAM 자료체계 내 고려하고자 하는 산업의 분류
를 이뤄냄과 동시에, 산업연관표 국산거래표 및 수입거래표로부터 산업 간 중간재거래 내역을 식별
해낼 수 있다. 그에 따라, [표 6]의 S(1,1)과 S(2,1) 행렬 내 수치를 기입할 수 있다. 더불어, 생산활
동 계정에서 노동 생산요소를 투입한 대가를 보여주는 S(3,1)은 2010년 기준연도 산업연관표의 총
거래표에서 부문별 피용자보수를 나타내는 행벡터(W)를 활용한다. 또한 자본 생산요소에 대한 대
가인 S(4,1)은 각각 행벡터인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의 합계를 계상한다. 산
업별 간접세 S(8,1)는 산업연관표 내 생산세(보조금 공제) 행벡터를 활용한다. 또한, 산업 별 법인세
S(9,1) 값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의 산업 부문별 영업잉여와 김학수(2009)가 추계한 산업
별 법인세율을 곱한 결과인 행백터를 활용한다. 또한, 앞에서 파악한 S(4,1) 행렬 내 값은 산업 별
법인세로 계상된 액수만큼을 차감함으로써, 행렬 내 수치를 재기록하도록 한다.
각 산업에서 창출된 재화들은 중간재수요 및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체제 내 산업 별 생
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소비와 가계 및 정부, 고정자본형성 그리고 해외 수출 등 최종 수요에 활
용된다. 이와 관련한 계정들을 살펴보면, S(1,5)와 S(2,5)의 경우에는 가계의 국내재화 및 수입재화
소비를 의미하며, 해당 정보는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 및 수입거래표의 부문별 민간소비지출(가
계 및 가계봉사, 비영리단체) 열벡터를 활용한다. 그리고, S(1,6)와 S(2,6)의 경우에는 정부의 국내
재화 및 수입재화 소비 지출을 의미하며, 해당 정보는 산업연관표 내 국산거래표 및 수입거래표의
부문별 정부소비지출 열벡터를 활용한다. 또한 S(1,7) 및 S(2,7)의 경우에는 각 산업 별 창출된 산출
물이 투자재로서 활용되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내재화와 수입
재화가 총 고정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재로서 활용되는 정도를 보여준다. 그에 따라, S(1,7)와 S(2,7)
은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 및 수입거래표의 부문별 민간 고정자본형성, 정부 고정자본형성, 재고
증감, 귀중품 순취득의 합인 열벡터를 반영하게 된다.
더불어, 해외 부문에 해당하는 계정은 해당 국민경제와 다른 여타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계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계정은 세부적으로 수출계정과 수입계정으로 나눌 수 있다. S(1,12)
의 경우에는 최종 수요 중 생산된 재화의 해외 수출을 보여주는 것으로 산업연관표 총거래표 수출
의 열벡터를 활용한다. 이에 반해 S(12,13)은 국내 경제체제에서 생산된 재화의 총 수출액을 나타
내는 금액(S12)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13,2) 항의 경우에는 행벡터로서, 기준연도의 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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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표 총거래표의 산업 부문별 수입의 열벡터를 전치하여 구한 행벡터를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S(12,13)과 S(13,2) 간의 차액으로 산정되는 균형항목으로서 무역수지 수치는 S(7,13)에 기재하여,
해외 부문과 관련한 주요 계정 별 수치들을 기입하도록 한다. 또한, S(11,2) 행렬은 산업연관표 내
산업 부문 별 관세와 수입상품세의 합인 열벡터를 전치한 행벡터의 값을 기입하도록 하며, 해당 수
치는 수입재화의 관세를 의미한다.
한편, 제도부문 별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S(5,3), S(5,4)의 정보를 기입하는데 있어서는 S(5,3) 및
S(5,4)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S3과 S4의 값을 반영하도록 한다. 그에 따라, S(5,3)과
S(5,4)는 각각 노동 및 자본 투입에 따른 가계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계의 총저축을 보여주
는 S(7,5)는 국민계정통계의 ‘총저축과 총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해당 통계 내 제도부문별 소득계
정 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저축액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의 총저축을 의미하는 S(7,6)는
국민계정통계의 ‘총저축과 총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해당 통계 내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중 ‘일반정
부’의 저축액을 기입하도록 한다. 더불어, 가계가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에 해당하는 S(10,5) 행렬
의 정보는 국세통계연보의 소득세 값을 활용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또한, S(6,8), S(6,9), S(6,10),
그리고 S(6,11)은 정부의 소득을 형성하는 세수로서, 각각의 행렬은 간접세수, 법인세수, 소득세수,
관세수를 의미하며 해당 수치는 SAM 자료체계 내 행합 S08, S09, S10, S11의 값을 기입하도록 한
다. 또한, S(5,6)항과 S(6,7)은 행합과 열합을 맞추기 위한 균형 항목으로서 각각 가계이전과 정부
부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SAM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기반자료로서 역할을 하는 산업연관표 자료는 대부분 SAM
작성에 반영이 되나, SAM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 이외의 다른 자료들도 추가적으로 필요
하다. 왜냐하면 SAM 작성을 위해 필요한 세금, 저축, 제도부문 별 소득원천 등에 관련한 상세자료
는 산업연관표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6]에서 나타난 기본 SAM의 구조를 살펴보면 제도부
문 별(가계, 정부) 저축량에 해당하는 S(7,5), S(7,6)의 가계저축, 정부저축 데이터의 경우에는 국민
계정통계의 총저축과 총투자 통계를 활용하여 추산할 수 있다. 더불어, S(10,5) 경우에는 가계가 정
부에 납부하는 소득세로서, 국세통계연보의 연도별/세목별 세수실적 자료를 통해 추산 가능하며,
S(9,1) 법인세 경우에는 선행연구의 산업별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추산 가능하다.
2) 지식기반 사회회계행렬(SAM)의 구성
앞에서 제시된 기본적 형태의 SAM을 바탕으로 지식기반 SAM 자료체계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거시경제 방정식 체계에서 기술 또는 지식이라는 변수를 주요 요소로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SAM 자료체계에도 그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 즉, 지식의 축적이
나 지식의 이동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그에 따라, 본 절에서는 구성하고자 하는 SAM 자료
체계에 어떻게 지식이라는 요소를 반영하였는지 언급하고자 한다. 기본 사회회계행렬에서 확장된
지식기반 SAM 구조는 [표 7]과 같다. 지식기반 SAM의 작성 목적은 궁극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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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지식이 생산요소로서 작용한다고 가정할 때, CGE 모형을 통해 혁
신활동의 경제적 효과 및 관련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본 사회회계행렬에서 크게 두 가지 계정이 추가된다. 첫째, 생산요소 부문에서
‘지식’ 계정이 추가된다. 연구개발을 자본화하고 그 산출물인 지식이 노동 및 자본과는 별개의 생산
요소로 투입되는 생산체계를 고려하여 사회회계행렬의 독립된 계정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 계정에서 고정자본형성과 구분된 ‘지식자본형성’ 계정이 추가된다. 연구개발을 자본화한다는
것은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선행되고, 투자 재원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됨을 의미한
다. 따라서 사회회계행렬내 가로 축 지식자본형성 계정으로는 제도(가계 및 정부) 부문의 연구개발
저축(투자) 내역이 수입으로 반영되고, 세로 축 지식자본형성 계정으로는 연구개발 활동간 지출된
내역이 기록된다. 그리고 지식자본형성 계정은 다시 ‘민간’과 ‘정부공공’으로 세분화된다.
지식기반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앞에서 작성한 기본 SAM 내 식별되지
않는, 중간소비 및 고정자본형성으로 반영된 산업 간 지식 거래(흐름) 및 지식자본에 대한 투자 수
치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Hong et al., 2014; Jung et al., 2017; 양희원 et al., 2012). 그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생산요소(부가가치) 계정 내 지식을 추가로 고려하기 위해, 각 산업에
서 생산을 위해 활용하는 지식의 투입액은 개별 산업이 산업연관표 내 기본분류 ‘연구개발(국공
립)’, ‘연구개발(비영리)’, 그리고 ‘기업 내 연구개발’에 지출한 중간소비를 제거하여, 해당 수치만큼
생산요소 내 지식 계정으로 반영한다([표 7] 내 A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해당 수치는 경제체제 내
혁신활동(연구개발)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의미하며, 이를 제도 부문 내 가계에 배분하여 [표 7] 내
B 수치를 기입한다. 정부의 지식자본 투입에 따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지식자본 투
입에 따른 소득은 가계만 수취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상하였다.
두 번째로, 지식자본형성 계정의 별도 고려를 위해 우선 지식자본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경상적
지출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식별되는 산업연관표 내 기본
부문 ‘연구개발(국공립)’, ‘연구개발(비영리)’, 그리고 ‘기업 내 연구개발’산업의 지출 열을 지식자본
형성 계정으로 옮겨 연구개발 투자지출에 있어서 경상적 지출을 고려하였다(양희원 et al., 2012).
산업연관표 내 ‘연구개발(국공립)’, ‘연구개발(비영리)’, 그리고 ‘기업 내 연구개발’ 산업의 지출구조
를 지식자본형성 계정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표 7] 내 G, H, I, J, K, L, M, N 행렬 내 수치를 계상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개발(국공립)’, ‘연구개발(비영리)’의 지출 열은 합산하여 지
식자본형성(공공) 계정으로서 고려하며, ‘기업 내 연구개발’산업의 지출 열은 지식자본형성(민간)
계정으로서 고려하였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지식자본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서 KISTEP의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개발비의 자본적 지출은
기계장치, 토지건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비목에 대한 지출액을 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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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형성 계정에서 차감하고, 동일한 금액을 지식자본형성 계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기
계장치 비목으로 지출하는 연구개발비 내 자본적 지출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산업분류에서 일반
기계(S12), 전기 및 전자기기(S13), 정밀기기(S14), 수송장비(S15), 기타 제조업 제품(S16) 산업에
대해 지출되었음을 가정하였다. 또한, 토지건물 비목으로 지출하는 자본적 지출은 건설(S18) 산업
에 대한 지출,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목에 대한 연구개발비 내 자본적 지출은 사업서비스
(S24) 산업에 대한 지출로 가정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자료 내 식별
가능한 기계장치, 토지건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목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해당 관련 산업의 비
중만큼 나누어줌으로써, 해당 금액을 고정자본형성 계정에서 차감하고, 차감한 수치만큼을 지식자
본형성 계정 내 추가로 계상하여 수치를 기입하도록 했다. 이는 [표 7] 내 G, H, I, J 행렬 내 수치와
관련 있다.
더불어, 연구개발을 자본화 한다는 것은 곧 저축(투자)이 수반됨을 의미한다. 기본 사회회계행렬
에서 고정자본형성이 경제주체의 저축(투자)을 통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자본 형성은 연
구개발을 위한 저축(투자)을 통해 형성된다. 해당 수치 파악을 위해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자료
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자료에서 식별된 민간 부문의 총 연구개발투자액에서 민간 및 공공부문의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공공 부문의 총 연구개발 투자액에서 민간 및 공공부문 재원이 차지
하는 비중을 식별함으로써, [표 7] 내 C, D, E, F 행렬 내 수치를 기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당 수
치만큼은 기존의 가계저축 및 정부저축 계정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SAM 자료체계의 균형 항목들을 재조정함으로써, 지식기반 SAM 자료체계 내 행합과 열합을 맞추
도록 하였다. 이상 언급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축한 지식기반 SAM의 형태는 아래 [표 7]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 SAM과 비교하여 지식기반 SAM에서 추가된 부분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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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지식기반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의 계정 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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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 구축 방법
1)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구조
연산일반균형 모형은 현실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를 모형 안에 반영하여 경제 내의 모든 재화
와 서비스 시장이 일반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출하는 절차가 분석의 핵심이 되는 분석모형이다
(Kim & Kim, 2010). 이러한 연산일반균형 모형은 다양한 변수들 사이의 방정식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은 혁신활동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모형으로써 기존의 연
산일반균형 모형과의 차이점은 앞서 지식기반 사회회계행렬에서 살펴보았듯이 생산요소 부문에 지
식이 포함되었다는 점과 투자부문에 지식자본투자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
은 지식자본투자에 의해 쌓인 산업별 지식스톡과 공공 지식스톡이 파급효과에 의해 다른 산업의 생
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모형의 구조가 바뀌게 되고 방정식 체계도
변하게 된다.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4-11] 수요, 공급 측면으로 바라본 지식기반 CGE 모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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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크게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재화를 생
산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와 중간재가 투입된다. 여기서 부가가치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산된 국내재화는 해외에 수출되거나 국내에서 수
입재화와 함께 국내에서 소비된다. 국내 소비는 가계와 정부의 최종소비와 더불어 투자재와 중간재
로 소비된다.

[그림 4-12]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기본 구조도
* 자료: Yeo(2017)

한편, 연산일반균형은 각 부문들의 관계들의 의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구조에 반영되는데,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경제구조는 <그림 11>와 같다. 크게 생산부문,
투입요소 부문, 가계부문, 정부부문, 자본투자부문, 지식투자부문, 세금부분, 그리고 해외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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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 부문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재화의 부품이 되는 중간재가 필요하고, 이러한 중간재를 조
립하기 위한 기계와 장비, 그리고 장소가 필요하다. 즉, 자본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계와 장비를 활
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재화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식도 필
요하다. 여기서 자본과 노동, 그리고 지식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이면서 부가가치이다.
따라서 각 산업의 산출물( Z j )은 생산요소인 중간재( X i , j )와 부가가치 복합재( VAj )에 의해 생산이
된다. 만약 j산업에서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간재와 부가가치 복합재가 각각

ax0i , j 15), ava 0 j 이라면, j 산업의 생산요소가 [ X 1, j , X 2, j , ×××××, X n , j , VA j ] 만큼 있다고 했을 때 산출
량은 식(33)과 같다. 그리고 이를 방정식 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식(34)와 식(35)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Z ( j ) = min[

X (1, j )
X (n, j ) VA( j )
,.....,
,
]
ax0(1, j )
ax0(n, j ) ava0( j )

(33)

X i , j = ax0i , j × Z j

(34)

VA j = AVA j × Z j

(35)

식(33)은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형태로 생산요소 사이에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하는 함수이
다. 따라서 각 산업의 중간재와 부가가치 복합재는 대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부가가치 복합재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지식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혁
신활동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식을 하나의 생산요소로 반영하였다. 또한 생산
요소간 대체탄력성을 반영하기 위해 CES 함수를 도입하였다. CES 생산함수는 대체탄력성이 1이
아닌 경우도 허용하기 때문에 혁신연구에 많이 활용된다(Shin, 2005). 일반적으로 CES 생산함수
는 두 종류의 생산요소를 결합하는데 사용되지만, 여러 종류의 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2가지 이상의 생산요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Sato, 1967). 이에 앞서 살펴 본 Bor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4가지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비 R&D 자본, 그리고 R&D 자본을
CES 함수를 통해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여기에서는 고숙련 노동과 자본, 그리고 지식은 서로 보완관계를 가지며, 서로 같은 대체탄력성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고숙련 노동과 자본, 그리고 지식의 복합재와 비숙련 노동, 그리고 숙
련 노동은 서로 대체관계를 가지며, 서로 같은 대체탄력성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본 모형에

15)

0이 붙은 기호들은 기준년도의 기식기반 사회회계행렬의 변수 값들에 의해 구해진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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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용한 생산함수 구조는 [그림 3]과 같은 형태를 가지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4)와 식(5)
와 같다.

[그림 4-13] 생산함수 구조

HLK i = q 10i × ( b 10i × L3i - r 1 + b 20i × K i - r 1 + (1 - b 10i - b 20i ) × H i - r 1 ) -1/ r 1

(36)

VAi = q 20i × ( b 30i × L1i - r 2 + b 40i × L 2i - r 2 + (1 - b 30i - b 40i ) × HLK i - r 2 ) -1/ r 2

(37)

3) 가계 부문
가계부문은 소득 분위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소득 분위별 가계는 임금 소득과 자본 소득, 그리고
지식 소득을 통해 소득을 얻는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식(6)은 비숙련 노동의
임금 소득을 의미하며, 식(7)은 숙련 노동의 임금 소득을 의미하고, 그리고 식(8)은 고숙련 노동의
임금 소득을 의미한다. 각 숙련별 임금 소득은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에 대한 대가와 연구개발활
동에 투입된 노동에 대한 대가를 통해 소득을 얻는다. 그리고 식(9)와 식(10)은 각각 자본소득과 지
식소득을 의미한다. 자본소득은 생산활동에 투입된 자본에 대한 대가와 연구개발활동에 투입된 자
본에 대한 대가를 통해 소득을 얻고, 지식소득은 생산활동에 투입된 지식에 대한 대가를 통해 소득
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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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INC1 = å ( L1i × PL1) + å ( RLS1rdt × PL1)

(38)

HLINC 2 = å ( L2i × PL2) + å ( RLS 2rdt × PL2)

(39)

HLINC3 = å ( L3i × PL3) + å ( RLS 3rdt × PL3)

(40)

HKINC = å ( Ki × PK ) + å ( RKSrdt × PK )

(41)

HRINC = å ( Hi × PRDi )

(42)

i

rdt

i

rdt

i

i

rdt

rdt

i

한편, 식(38) ~ 식(42)을 통해 얻은 생산요소별 가계소득은 가계 소득 분위별 비중( ffhhhh ,n )에 의
해 각 가계 분위별로 나눠 가지게 된다. 이는 식(43) ~ 식(47)와 같다. 이렇게 각 가계는 노동과 자
본, 그리고 지식투입에 대한 대가를 나눠가지게 되고, 이것들의 합이 식(48)과 같이 각 가계의 총 소
득이 된다.

FHL1hh = ffhh0 hh , L1 × HLINC1

(43)

FHL 2 hh = ffhh 0 hh , L 2 × HLINC 2

(44)

FHL3hh = ffhh0 hh , L 3 × HLINC 3

(45)

FHK hh = ffhh0hh ,k × HKINC

(46)

FHRhh = ffhh0hh , R × HRINC

(47)

HINChh = FHL1hh + FHL2hh + FHL3hh + FHKhh + FHRhh

(48)

이렇게 각 가계별로 벌어들인 소득은 저축(SP)을 하거나, 정부에 이전지출(TG)을 하게 된다. 그리
고 남은 소득은 소비지출(XP)을 하게 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식(49)와 같다. 산업별 가계의 소
비지출은 각 가계 분위에 따른 산업별 소비지출 비중( a 0i , hh )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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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i , hh = a 0i ,hh × ( HINChh - SPhh - TGhh ) / PQi

(49)

4) 정부 부문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다. 해당 모형에서는 간접세, 직접세, 관세의 형태로 세금을 걷
도록 하였다. 간접세의 경우 기업이 생산한 산출물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이고, 직접세의 경우 생
산요소인 노동과 자본, 그리고 지식의 투입에 대한 대가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이다. 그리
고 관세는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식(50)은 간접세를 의미하고, 식(51), 식(52), 그리고 식(53)은 소득세를 의미하며, 식(54)는
관세를 의미한다. 한편, 각각의 세율( t 0 )은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TZ i = t 0iz × Z i × PZ i

(50)

TLi = t 0iL1 × L1i × PL1i + t 0iL 2 × L 2i × PL 2i + t 0iL 3 × L3i × PL3i

(51)

TK i = t 0iK × K i × PK i

(52)

TH i = t 0iH × H i × PRDi

(53)

TM i = t 0iM × M i × PWM i

(54)

한편, 식(55)과 같이 세금과 가계의 이전지출을 통해 정부는 수입을 얻게 되고, 이렇게 모인 정부
수입에서 정부 저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의 소비지출이 된다(식(56)). 이때 정부의 산업별 소비
지출은 산업별 소비 지출 비중( m 0 )에 의해 결정된다.

GINC = (å (TZi + TLi + TKi + THi + TM i )) + å TGhh

(55)

XGi = m 0i × (GINC - SG) / PQi

(56)

i

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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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식 부문
해당 모형은 각 산업의 지식스톡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산업에서 활용되어 생산성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 즉 지식스톡의 스필오버 효과를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각 산업의 지식 파급효과는
다른 산업의 지식스톡에 의해 영향을 받도록 모형에 반영하였다. 이때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파급효
과는 Terleckyj (1980)의 방법을 활용하여 산업연관표의 중간재 거래량에 비례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57)과 같다. 여기서 INTINDST는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파급되는 지식
스톡을 의미한다. 이 값은 다른 산업의 지식스톡과 다른 산업과 해당 산업의 중간재 거래량 비중
( other 0 )을 곱한 값들은 합쳐서 구했다. 한편, 공공지식스톡은 모든 산업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사용되며, 이에 민간의 산업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Guellec and Potterie, 2001).
따라서 공공지식스톡은 모든 산업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반영하였다. 이에 산업별 지식 파급
효과는 Hong et al. (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다른 산업의 지식스톡에 의한 파급효과
와 공공 지식스톡에 의한 파급효과를 통해 생성되도록 반영하였다(식(58)). 이때 다른 산업의 지식
스톡에 의한 파급효과 정도(rdelas)는 Cho(2004)의 연구에서 외부연구개발자본이 부가가치에 미
치는 탄력성 값을 반영하였고, 공공 지식스톡에 의한 파급효과 정도(grdelas)는 Hwang et al.
(2008)의 연구에서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탄력성 값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지식 파급효과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지식스
톡의 증가는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같은 양의 생산요소를 사용하더라도 더 많은 양의
최종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식(59).

INTINDSTi =

å other 0

j , j ¹i

j ,i

×Hj

(57)

SPCOEFFi = spc 0i × INTINDSTi rdelasi × HG grdelasi

(58)

AVAi = ava0i / SPCOEFFi

(59)

한편, 연구개발을 위한 중간재, 연구개발인력, 그리고 연구개발을 위한 자본에 의해 연구개발활
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연구개발활동은 민간 연구개발과 공공 연구개발로 구분하였다.
연구개발을 위한 노동과 자본은 지식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이는 식(60)과 식(61)과 같이 CES 함
수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고 연구개발 부문도 앞서 생산 부문과 마찬가지로 지식 부가가치와 연
구개발을 위한 산업별 중간재는 레온티에프 함수로 결합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식(62)와 식(63)
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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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K rdt = j10 rdt × ((1 -y 10 rdt ) × RKS rdt - r 1 + y 10rdt × RLS 3rdt - r 1 ) -1/ r 1
RVArdt = j 20rdt × (y 20rdt × RLS1rdt - r 2 + y 30rdt × RLS 2rdt - r 2
+ (1 -y 20rdt -y 30rdt ) × RHK rdt - r 2 ) -1/ r 2

(60)
(61)

RVArdt = ayrd 0rdt × RDZrdt

(62)

XVRDrdt ,i = axrd 0 rdt ,i × RDZ rdt

(63)

6) 투자 및 저축 부문
투자는 물적자본투자와 연구개발투자로 나뉘며, 연구개발투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 연
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발투자로 구분된다. 따라서 전체 투자는 식(64)와 같이 산업별 물적 자본
투자의 합과 민간 연구개발투자와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INVRES = å ( XVi × PQi ) + å ( RDZ rdt × PRDZrdt )
i

rdt

(64)

한편, 저축은 가계와 정부의 저축을 통해 이루어 진다(식(65)). 이러한 저축은 해외의 무역수지와
합쳐져서 총 투자가 된다(식(66)). 이때 무역 수지는 총 수출에서 총 수입을 뺀 값을 의미하며, 식
(67)과 같다.

TOTSAV = å SPhh + SG

(65)

INVRES = TOTSAV + SF

(66)

SF = å ( PEi × Ei ) -å ( PM i × M i )

(67)

hh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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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역 부문
해외 무역은 수입과 수출로 이루어져 있다. 수출의 경우 해외가격에 환율을 곱해서 가격이 결정되
고(식(68)), 수입의 경우 해외가격에 환율과 관세를 곱해서 가격이 결정된다(식(69)). 그리고 국내의
총 수요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국내재화와 수입재화의 합과 같고(식(70)), 국내의 총 산출은 국내에
서 소비되는 국내재화와 수출재화의 합과 같다(식(71)).

PEi = e × PWEi

(68)

PM i = e × (1 + t iM ) × PWM i

(69)

PQi × Qi = PM i × M i + PDi × Di

(70)

PZi × Zi = PEi × Ei + PDi × Di

(71)

8) 동적 모형
해당 모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혁신활동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동
적 모형으로 설계하였다. 동적 모형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 그리고 지식의 스톡이 쌓이도록 하였다. 우선 기준년도의 노동스톡은 기준년도의 생산활동을
위한 노동과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노동의 합으로 결정된다(식(72)).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
구증가율에 의해 각 숙련별 노동이 증가하도록 반영하였다(식(73)).

å (L1 +L2 + L3 ) + å (RLS1
i

i

i

i

rdt

+ RLS 2rdt + RLS 3rdt ) = LS

rdt

LSt +1 = (1 + gt ) × LSt

(72)
(73)

자본스톡의 경우 기준년도의 자본스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면서 추가로 투자된 자본을 더해주
는 영구재고법을 사용하여 반영하였다(식(74)).

KSt +1 = (1 - rkdep) × KSt + INV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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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식스톡의 경우에도 기준년도의 민간지식스톡과 공공지식스톡을 기준으로 지식 진부화
율 만큼 차감하고 추가로 투자된 지식투자를 더해주는 영구재고법을 사용하여 반영하였다. 산업별
민간지식스톡은 식(75)와 같이 이전 기의 산업별 지식스톡에서 진부화율 만큼 차감하고, 이번 기에
새로 투자된 산업별 지식자본투자를 더해서 구했다. 그리고 공공지식스톡은 식(76)과 같이 이전 기
의 공공지식스톡에서 진부화율 만큼 차감하고, 이번 기에 새로 투자된 공공지식자본투자를 더해서
구했다.

H i ,t +1 = (1 - rhdep ) × H i ,t + INVPRDi ,t

(75)

HGt +1 = (1 - rhdep) × HGt + INVGRDt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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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변수와 모수 기호
i, j
rdt
hh
n
t

Sets and indicies

Sectors and goods
Type of R&D
Type of household
Type of production factor
Time(year)

Activity variables
L1(i)
Unskilled labor of sector i
L2(i)
Skilled labor of sector i
L3(i)
High skilled labor of sector i
K(i)
Physical capital of sector i
H(i)
Knowledge capital of sector i
X(i,j)
Intermediate goods of sector j produced in sector i
VA(j)
Value-added composite of sector j
AVA(j)
Value-added requirement coefficient of sector j
HLK(j)
Composite factor from L3, K and H in sector j
TOTSAV
Total saving
Z(j)
Final output of sector j
D(i)
Domestic goods of sector i
E(i)
Export of sector i
M(i)
Import of sector i
Q(i)
Armington composite goods of sector i
XP(i,hh)
Household consumption of sector i
XG(i)
Government consumption of sector i
XV(i)
Investment demand of sector i
RLS1(rdt)
Unskilled labor in R&D investment of sector rdt
RLS2(rdt)
Skilled labor in R&D investment of sector rdt
RLS3(rdt)
High skilled labor in R&D investment of sector rdt
RKS(rdt)
Physical capital in R&D investment of sector rdt
Composite factor from RHK, RLS1, and RLS2 in sector
RVA(rdt)
rdt
RHK(rdt)
Composite factor from RLS3 and RKS in sector rdt
XVRD(rdt,i)
Intermediate input in R&D investment in sector rdt
RDZ(rdt)
R&D investment in sector rdt
SPCOEFF(i)
Spillover coefficient in sector i
INTINDST(i)
Interindustry spillover in sector i
INVPRD(i)
Private R&D investment in sector i
INVGRD
Public R&D investment
INVK
Demand for capital investment
INVRES
Investment resource
SP(hh)
Household saving
SG
Government saving
HG
Public knowledge stock
TG(hh)
Government transfer to household
SF
International trade balance
LS(t)
Labor stock in time t
KS(t)
Capital stock in time t
Price variables
PL1
Factor price of unskilled labor
PL2
Factor price of skilled labor
PL3
Factor price of high skilled labor
PK
Factor price of physical capital
PRD(i)
Factor price of knowledge capital
PVA(i)
Price of value-added composite in sector i
PHLK(i)
Price of composite factor from L3, K and H in sector j
PZ(i)
Price of final output in secto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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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
PE(i))
PM(i)
PQ(i)
PWE(i)
PWM(i)
PINVK

Price of domestic goods in sector i
Price of export in sector i
Price of import in sector i
Price of Armington composite goods in sector i
World price of export in sector i
World price of import in sector i
Price of capital investment
Price of R&D composite
PRDZ(rdt)
Price of composite from RLS3 and RKS in sector rdt
PRVA(rdt)
Price of composite from RHK, RLS1, and RLS2 in
PRHK(rdt)
sector rdt
Tax and income variables
TZ(i)
Production tax
TL(i)
Tax for labor
TK(i)
Tax for physical capital
TH(i)
Tax for knowledge capital
TM(i)
Import tariff
HINC(hh)
Household income of hh
HLINC1
Household income from unskilled labor
HLINC2
Household income from skilled labor
HLINC3
Household income from high skilledlabor
HKINC
Household income from physical capital
HRINC
Household income from knowledge capital
GINC
Government income
FHL1(hh)
Household hh’s income from unskilled labor
FHL2(hh)
Household hh’s income from skilled labor
FHL3(hh)
Household hh’s income from high skilledlabor
FHK(hh)
Household hh’s income from physical capital
FHR(hh)
Household hh’s income from knowledge capital
Parameter
ax0(i,j)
Intermediate input requirement coefficient
ava0(i)
Composite factor input requirement coefficient
β10(i)
Share parameter in CES production function for L3
β20(i)
Share parameter in CES production function for K
β30(i)
Share parameter in CES production function for L1
β40(i)
Share parameter in CES production function for L2
Scale parameter in CES production function for L3, K, and H
θ10(i)
θ20(i)
Scale parameter in CES production function for L1, L2, and

r1
r2

ffhh0(hh,n)

a 0(i, hh)
t 0in

HLK
CES exponent for L3, K, and H
CES exponent for L1, L2, and HLK
Income share parameter of household in each production factor

Household hh’s consumption share parameter by industry
Income Tax rate of production factor in sector i

t 0iz

Value-added tax rate in sector i

t 0iM
m 0i

Rate of Tariff in sector i

Other0(j,i)
spc0(i)
rdelas(i)
grdelas(i)
φ10
φ20

Government consumption share parameter by industry
Interindustry spillover stock weight
Scale parameter in interindustry spillover function
Interindustry R&D stock elasticity
Public R&D stock elasticity
Scale parameter in CES production function for RLS3 and RKS
Scale parameter in CES production function for RLS1, RLS2, and
R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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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10
ψ20
ψ30
ayrd0(rdt)
axrd0(rdt,i)

e

g(t)
rkdep
rhdep

182 • • •

Share parameter in CES production function for RLS3
Share parameter in CES production function for RLS1
Share parameter in CES production function for RLS2
Composite factor input requirement coefficient in R&D
Intermediate input requirement coefficient in R&D
Exchange rate
Population growth rate
Capital depreciation rate
Knowledge depreci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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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R&D의 성과창출 경로 분석
1. R&D 파급효과 개념 및 유형
□ (파급효과 개념)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파급효과(波及效果)를
투자증가분에 의한 승수효과16)로 정의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이나 분야에 따라
동 정의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중
❍ (경제용어사전) 경제적 관점에서 파급효과(Spread Effect)는 성장거점의 성장
의 충격, 가령 새로운 경쟁기업과 생산기술 등이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호
혜적 영향17)으로 정의
❍ (상담학사전) 상담학 분야에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는 어떤 경제활동이
나 과정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18)으로 정의
❍ (R&D 파급효과) R&D 파급효과는 연구개발(R&D) 부문에 대한 자금, 예산,
기술 등의 투입에 따라 직접 및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동
소고에서 활용하는 정의임
□ (파급효과 유형) 파급효과 유형은 효과발생시점, 효과발생대상, 효과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유형화되고 있음
❍ (효과발생 시점기준)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시점에 단기, 중기 및 장기 또는
산출(Outputs), 결과(Results), 효과(Impacts/Effects)로 구분
❍ (효과발생 대상기준)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대상에 따라, 직접 수행자 성과
(Direct Outputs), 수혜자 효과(Private Effects), 사회적 효과(Social Effects)로
구분
❍ (효과의 특성기준) 파급효과의 속성에 따라 과학기술적 파급효과(Science &
Technological effects), 경제적 파급효과(Economic Effects), 사회적 파급효과
(Social Effects)로 구분
□ (발생대상 기준 파급효과 세부요소)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대상별로 구체적인
세부 요소는 매우 다양19)

1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미래와경영연구소, 경제용어사전, 2006
18) 김춘경외, 상담학 사전, 2016
19) 전현곤, 국가R&D파급효과 추정방안, KISTEP R&D 포커스, 20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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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효과 발생단계에 따른 파급효과 유형별 정의 및 핵심 성과요소
직접 수행자 성과
(Direct Outputs)

구분

수혜자 활용효과
(Private Effect)

사회적 파급효과
(Social Effect)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자
가 창출하게 되는 산출물

연구결과물을 활용함으로써
수혜기관이 얻는 효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
에 따라 국가·사회에서 발현
되는 효용

핵심
요소

정량적 성과 : 시제품, 산업재
산권(특허, SW, 표준 등), 학
술적 성과(논문, 학술발표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
안 등
정성적 성과 : 지식자산 축적
효과, 개인 역량증진 효과, 교
육효과 등

직접 수혜자 효용 : 매출증가,
비용절감, 부가가치규모, 신
규 고용, 기술개발능력 향상
효과 등
간접 수혜자 효용 : 신시장 창
출 규모, 부가가치 향상도, 표
준화 효과, 고용창출 규모

사회적 비용절감, 거시차원
의 GDP/경제성장 기여도,
국가 기술수준 및 역량 강화
효과, 삶의 질 제고효과 등

* 출처 : 전현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 추정방안에 대한 제언, KISTEP R&D 포커스, 2009, 내용수정

□ (특성기준 파급효과의 세부요소) R&D 부문의 파급효과 특성유형별 구체적인
세부 요소 또한 매우 다양하게 존재20)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지식/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 직접적인 산출물에 의
해 파생되는 직/간접적 효과임
- 논문, 산업재산권(특허 등), 기술지도, 교육/세미나를 통한 개인역량 증진
및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제2, 3의 파생물 및 국가기술역량 향상 효과 등
❍ (경제적 파급효과) 투자를 통해 창출된 지식/기술, 양성된 인력의 활용을
통해 발생되는 화폐적 가치 증진 측면의 효과
- 시제품 및 사업화로 인한 매출(수출, 수입대체 등), 비용절감(공정개선,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신시장(신규 서비스 시장 포함) 창출규모, 국가
경제성장(GDP, 무역수지 등) 기여 등
❍ (사회적 파급효과)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국가차원에서 누리게 되는
효용과 관련된 효과
- 표준, 산업규제, 지침 등의 제/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증진(사회적 비용절감
등), 산업성장에 따라 창출되는 신규 고용촉진 효과 및 국민의 삶의 질(수명,
편의성, 효용) 향상 등
□ (연구개발 투자의 파급효과 유형 종합 및 대표요소) 파급효과 발생시점 및 발
생대상을 종합한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종합 유형 및 대표요소는 아래그림
과 같음21)
20)

전현곤, 국가R&D파급효과 추정방안, KISTEP R&D 포커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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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 분석요소

2. R&D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및 적용사례
1) 거시경제모델(생산함수 등)을 활용한 파급효과 분석방법
□ (정의) 거시경제모델은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경제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경제성장을 자본 및 노동, 생산요소로 파급효과를 설명하고자 함
(Solo의 성장모형, 실행학습모형, 연구개발자본모형 등)
❍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시장이 완전경쟁과 효용
및 이윤극대화원리가 작용한다는 가정하에서 가격을 포함한 모든 경제량이
전면적인 균형상태를 이룸, 장기적인 관계에 집중
❍ (기술진보와 경제성장의 관계성) 노동과 자본, 기술진보 요소를 도입하여 경
제성장을 설명, 기술진보를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보는 외생적 기술진보
(Solow)와 경제체제 내에서 성장에 기여하는 변수로 보는 내생적 기술진보
(Romer)로 구분됨
❍ (Cobb-Douglass 생산함수)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산출량과의 관계를 나타내
는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기술진보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정,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주로 활용됨

21)

전현곤, 국가R&D파급효과 추정방안, KISTEP R&D 포커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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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요소생산성) 노동 생산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효율성 수치로 노동, 자본 등 단일 요
소 생산성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 노사, 법·제도 등이 반영, 총요소생
산성의 증가는 기술혁신을 의미함
□ (산식) 세부 모형별 별도산식

[그림 4-15] 거시경제모형별 파급효과 측정산식

□ (장점) 자본 및 노동외에 연구개발결과물인 기술, 특허, 표준 등의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경제성장에 생산요소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 용이함
❍ 경제정책, 연구개발사업의 거시적 효과측정 및 국가간 비교분석 가능
❍ R&D에 의하여 창출된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 중 하나임을 가정
하여 R&D의 국가경제 기여도 도출 가능
2)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파급효과 분석방법
□ (정의) 국민경제의 상호의존관계를 일람표형식으로 표시한 산업연관표(투입산
출표)를 기초로 하여 하나의 사건(정책, 사업 등)이 산업 전체에 미치는 효과
를 생산유발, 고용유발,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으로 분석하는 방법
❍ (산업연관표)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
❍ (생산유발효과) 새로운 생산이 발생함에 따라 연관된 다른 산업들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중간재 생산액
❍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새로운 생산으로 인해 국가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노동 수요 창출효과
❍ (부가가치유발효과) 새로운 생산으로 인해 국가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부가
가치 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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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 산업연관표 행렬을 이용하여 최종 효과 산출

[그림 4-16] 산업연관분석 결과 산출체계

□ (장점) 현 경제상황에서 실질적인 산업간 거래관계(투입-산출)에 기반하여, 한
산업에서의 투입이 타산업에 미치는 효과(산업간 연관관계, 총 효과규모 등)를
파악할 수 있음
❍ 산업연관표가 현 경제의 자금흐름을 활용하기에 실제상황을 반영함
❍ 경제계획 수립 및 경제예측 등의 산업구조 개선정책 수립 시에 유익한 정보
제공함
❍ 특정분야의 투입이 해당분야 및 타 분야 미치는 효과를 간단히 분석가능
3) 계량경제학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 (정의) 계량경제학 관점에서 투자가 야기하는 구체적인 비용과 효용을 화폐가
치로 측정하여, 투자의 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이 대표
적임
❍ (비용편익분석) 하나의 투자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또는 있었는지)를 판단
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를 위한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여 비용편익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을 산출하여 기준으로 투자적정성을 판단하는 방법론
❍ (비용효과분석) 하나의 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여러 대안 중
최적대안을 선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산출물을 가급
적 화폐가치로 측정하여 투자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론
❍ (분석방법론의 선택) 비용편익과 비용효과 분석 방법론은 계량화 가능성, 화
폐가치 전환가능성, 비교대안의 존재 유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22)
22)

KISTEP,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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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효과의 특성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활용 방법론

 화폐가치

 계 량 화

전환

여부

여

 비교
안

대
존재

 예비타당성조사 반영 방안

여부

부

 존재

 비용편익 분석(경제적 타당성)

 부재

 비용편익 분석(경제적 타당성)

 존재

 비용효과 분석(경제적 타당성)

 부재

 사업 추진을 통한 파급효과(정책적 타당성)

 존재

 사업 추진을 통한 파급효과(정책적 타당성)

 부재

 사업 추진을 통한 파급효과(정책적 타당성)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

□ (산식) 방법론에 적합한 산식으로 효과 산출
❍ (비용편익분석) 투자의 총편익(Benefit) / 투자의 총비용(Cost)
  : 시점 t 에서의 편익
 편익/비용

비율(B/C

ratio)







             






=

   : 시점 t 에서의 비용


r : 할인율(사회적 할인
율 4.5%)



n : 내구연도(분석연도)

- BC ratio > 1 이상, NPV > 0, IRR > 무위험이자율(Risk free premium)
일 경우 투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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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효과분석) 투입비용대비 기대효과 비율 또는 대안별 투입규모 비교
 효과/비용

비율(B/C

ratio)

=






             








   : 시점 t 에서의 비용





  : 시점 t 에서의 효과

*효과는 금전적가치가 아닌 다른 계량화된 수치

도 가능
 (예) 고정효과 접근법의 경우, 기대하는 효과가 동
일할 때 대안별 투임비용 규모를 비교하여 비교
우위가 높은 대안 선택

율 4.5%)


   : 시점 t 에서의 비용




      



r : 할인율(사회적 할인
율 4.5%)



  

n : 내구연도(분석연도)

  : 대안 I 의 총 비용





r : 할인율(사회적 할인

i 는 대안



n : 내구연도(분석연도)

- 기대효과 > 투입비용일 때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여러 대안중
최소 투입비용을 효과적인 투자(안)으로 선택
□ (장점) 구체적인 효과에 대하여 계량경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이해하기 쉽
고, 명확한 판단기준이 존재
❍ (비용편익분석)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이해가 용이하
고, 명확한 대안 비교평가가 가능
❍ (비용효과분석)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곤란한 공공재나 집합재, 무
형적인 것이나 외부효과를 분석하는데 적합, 대안들의 상대적 수준을 분석
하여 비효율적인 대안 제거 가능 용이

• • • 189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4) 기존 방법의 한계점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된 파급효과 분석 방법
계량화 애로, 화폐가치 전환 애로 등 파급효과 분석 방법별로 내제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
된 새로운 접근방식의 방법론
□ 가상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정의) 공공재 등 비시장재에 대하여 가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가정하
고 이에 대한 개인의 지불의사(WTP, Willing to Pay))를 조사하여, 이를 기
준으로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 (산식) 파급효과 규모 = 잠재고객 규모 * 평균 지불의사(WTP)
❍ (장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신 기술 및 제품, 환경, 공공정보 등의
비시장재화에 대한 금전적 가치 환산 가능
- 표준화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결과 도출 가능
-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
□ 개별 거래가치 추정을 통한 파급효과 분석법
❍ (정의) 기술가치 평가 등 개별대상에 대하여 거래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합
산하여 전체 파급효과를 추정하거나, 대표사례 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파급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론
- 개별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원가접근법, 시장접근법, 이익접근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원가접근법) 시장가격이나 시장가치 환산이 어려운 경우 원가의 구성요소
(재료비, 인건비, 간접비, 개발자 이익 등)를 고려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 (시장접근법) 유사한 무형자산이나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기반으로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 (이익접근법) 최종 산출물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또는 비용절감액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 (산식) 파급효과 규모 = 개별 기술가치평가 결과의 합
(또는 = 대표사례의 평균 거래가치 * 모집단 추정계수)
❍ (장점) 구체적인 기술(또는 무형자산)의 거래가치에 기반하여 효과 산출로
실무지향성 향상
- 개별 대상의 미래 가치 및 불확실한 시장환경에 대한 위험도(Risk)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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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발현 경로기반 파급효과 분석법
❍ (정의)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핵심 경로단계별 실질적인 변화상태를
측정하여, 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최종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 효과발현을

위한

핵심경로가

인과관계에

의해

규명되고,

측정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
- 동 분석은 인과성 입증을 목표로 하거나, 하나의 투자에 대해 많은 경로를
거쳐 효과가 창출되는 경우에 적합하며, 최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관리요소를 도출하고자 할 경우에 적합한 분석방법론
❍ (산식) 파급효과 규모 = 핵심 단계별 변화수준 * 대표 사례의 평균 효과 *
모집단 추정계수
❍ (장점) 효과가 창출되는 대표적인 경로단계에 대한 다양한 조치방안을 강구
하여 최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아이디어 도출 가능
-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로 창출된 산출물이 최종 효과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소들을 파악 가능

2. R&D 파급효과 분석사례
1) 거시경제모델(생산함수 등)을 활용한 파급효과 분석사례
□ 표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분석기관 : 산업연구원23), 에이탑컨설팅24)
❍ 분석목적 : 국내 표준화 활동이 국가경제(GDP)에 미치는 영향력(탄력성,
등)이 존재하는 가에 대한 거시적 분석
❍ 분석방법 : Cobb-Douglass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자본, 노동, 특허스톡에 표
준스톡, 기술료수입, 경제위기 더비변수를 활용하여, 표준의 GDP 탄력성을
측정하고, 선진국과 비교
❍ 분석결과
- 표준이 국가경제(GDP)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

23)
24)

표준과 경쟁우위, 산업연구원, 2010
ICT표준화의 경제적효과분석 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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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산업연구원의 국내 표준의 국가경제 기여효과 분석
한국

변수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

◎

◎

◎

◎

◎

○

◎

◎

◎

◎

표준스톡

◎

○

◎

◎

◎

◎

특허스톡

○

○

◎

◎

◎

◎

기술수입료 지출

◎

-

-

-

-

-

더비변수(경제위기)

○

-

-

-

-

-

모형1‘

모형1

자본스톡

◎

노동스톡

- 프랑스에 실시한 유사한 연구25)도 생산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표준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여 제시
<표 4-11>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프랑스 연구) 분석
효과

독일(1999)

영국(2005)

캐나다(2007)

호주(2007)

프랑스(2008)

분석기간

1961-1990

1948-2001

1981-2004

1962-2004

1950-2007

표준축적의 탄성

0.070

0.0541

0.356

0.170

0.120

표준성장률

12.9%

5.1%

0.7%

4.6%

6.8%

GDP 성장률 표준기여도(A)

0.9%

0.3%

0.2%

0.8%

0.8%

GDP 성장률(B)

3.3%

2.5%

2.7%

3.6%

3.4%

GDP 성장 기여도(A ÷ B)

27.3%

11.0%

9.0%

21.8%

23.6%

❍ 의의 및 한계점
- 표준(화)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탄력성이 어떠하다에 대한 결과값 및 기여수준을 파악하는 용도
- 표준(화)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애로
- 거시적으로 장시간 자료축적이 필요하며, 축적기간이 짧은 경우 활용에
애로발생
- 효과를 발휘하는 과정이 모두 블랙박스 형태로 처리되므로 실무적인 시사점
제시에 한계

25)

표준화의 경제적 영향, 한국표준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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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파급효과 분석사례
□ ICT 산업구조와 산업연관효과26)
❍ 분석목적 : 국내 ICT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분석
❍ 분석방법 : OECD(2009)의 제2차 ICT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국은행 산업연
관표(1995~2011)의 ICT 부문을 추출 후 ICT 산업구조와 수요측면에서 유발
되는 타산업과의 연관관계를 분석
❍ 분석결과
- ICT 산업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수입유발, 노동유발효과 도출
❍ 의의 및 한계
- ICT 산업 투자가 타 산업에 미치는 연관관계를 입증
- 투입규모에 의해 효과가 연관행렬에 의해 확정되므로, 효과 발생여부
점검이외에 실무적인 효과제고를 위한 시사점 제시 불가능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한국 IT서비스 산업의 구조분석27)
❍ 분석목적 : 국내 IT서비스 산업의 구조분석
❍ 분석방법 :

미국 및 OECD의 ICT 산업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ICT산업 재정의 후 1995, 1998, 2000,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
용하여 한국 IT 서비스산업을 28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 분석결과
-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수입유발, 노동유발효과 도출
❍ 의의 및 한계
- IT 서비스 산업의 투자에 따른 유발효과 측정
- 투입규모에 의해 효과가 연관행렬에 의해 확정되므로, 효과 발생여부
점검이외에 실무적인 효과제고를 위한 시사점 제시 불가능

26)

27)

정현준, ICT 산업구조와 산업연관효과 분석, 2013
손정훈,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한국

IT 서비스산업의 구조 분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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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량경제학적 파급효과 분석 사례
□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 경제성분석28)
❍ 분석목적 : 신규 제안된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분석방법 :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제공될 소비자 편익과 생산자
편익규모을 산출하고, 투입비용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실시
❍ 분석결과
- 신사업으로 제안된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비용편익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율을 산출하여 투자효과가 있을믕 입증
❍ 의의 및 한계
-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입증
- 편익요소의 도출 및 공감대 형성 애로, 참고할 수 있는 유사사업(서비스)의
부재로 편익규모 측정의 애로
- 편익측정을 위한 핵심변수의 값 변화에 따라 효과 측정값이 크게 변화되는
한계 존재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사업29)
❍ 분석목적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분석방법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을 위한 3개 방안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실시
❍ 분석결과
- 3개

대안에

대한

비용효과분석(고정효과

분석)을

통해

최적대안

및

투입비용의 조정 제안
❍ 의의 및 한계
- 편익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일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투자 방안을 제안
- 분석모델 개발, 대안개발의 애로 및 효과측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28)
29)

에이탑컨설팅,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 경제성 분석, 2017
KISTEP,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사업,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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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급효과 분석의 새로운 접근방법 사례
□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파급효과 추정방안30)
❍ 분석목적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 측정방안 모색
❍ 분석방법 : 국가 연구개발사업 투자에 따른 산출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파급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분석하고 이의 수행절차 제안

[그림 4-17] 기술개발사업의 성과창출 경로

❍ 분석결과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유형별 파급효과 측정을 위해 관리해
야할 핵심 경로단계애 대한 정의 및 측정방안 제안
□ ICT 인력양성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31)
❍ 분석목적 : ICT 인력양성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 분석방법 : ICT 인력양성사업의 투입에 따라 성과가 창출되는 핵심 경로단
계의 변화상태를 고려한 최종 파급효과 분석

30)
31)

전현곤,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파급효과 추정방안에 대한 제언, KISTEP R&D포커스, 2009
에이탑컨설팅, ICT인력양성 사업 성과분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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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ICT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창출 경로

❍ 분석결과
- ICT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정부투자에 따른 성과창출 단계별 성과의 변화
및 최종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의의 및 한계
-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핵심 관리 요소를 파악하여 사업관리 개선방향 등
실무적인 시사점 제공 가능
- 분석을 위해 거시 및 미시 자료가 동시에 요구되고, 성과창출 단계별
구체적인 자료확보에 어려움 존재
□ ICT 표준의 경제적 효과분석32)
❍ 분석목적 : ICT 표준화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분석방법 : ICT 표준화 사업의 투자에 따라 성과가 창출되는 핵심 경로단계
의 변화상태를 고려한 최종 파급효과 분석

32)

에이탑컨설팅, ICT표준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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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ICT 표준의 경제적 효과 창출경로

❍ 분석결과
- ICT 표준화 사업에 대한 정부투자의 경제적 효과 입증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개선요소 제안
❍ 의의 및 한계
-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핵심 관리 요소를 파악하여 사업관리 개선방향 등
실무적인 시사점 제공
- 분석을 위해 거시 및 미시 자료가 동시에 요구되고, 성과창출 단계별
구체적인 자료확보에 어려움 존재
□ KIRD 교육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33)
❍ 분석목적 : KIRD 교육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규모 분석
❍ 분석방법 : KIRD 교육 수료생의 현업활용에 따라 발생되는 파급효과를 성
과발현 경로단계별 변화상태를 고려하여 분석
❍ 분석결과
- KIRD 교육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모델 제시 및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 관리해야 할 요소를 제안
❍ 의의 및 한계
- 단기교육활동에 대한 파급효과 측정방법 제안
- 경로단계별 핵심지표의 변화값 측정의 객관성 확보에 애로

33)

에이탑컨설팅, KIRD 사업의 경제성 분석 모델 개발 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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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KIRD 교육사업의 경제적 효과 창출경로

□ KBSI 첨단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의 연구거점 기능 확보효과 분석34)
❍ 분석목적 : 첨단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을 통한 KBSI의 연구거점 기능 확립
여부에 대한 분석
❍ 분석방법 : 첨단연구장비별 활용자와 KBSI 연구진과의 협력 활동에 대한 과
거, 현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실질적인 파급효과 상태 분석)
❍ 분석결과
- 첨단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을 통해 KBSI가 국내 기초연구분야 연구지원
거점기능이 확대됨을 입증

[그림 4-21] KBSI의 연구거점기관 위상증대 효과 분석 결과

34)

에이탑컨설팅, KBSI 연구장비 네트워크 특성 및 구조분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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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및 한계
- 실현된 파급효과를 사업수행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
- 계량화하기 어려운 위상증진 파급효과에 대한 측정방법 개발 및 적용
-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필수(10년 이상의 자료축적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주제 확산 파급효과 분석(Trace 분석)35)
❍ 분석목적 : 기상청 See-At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제 확산에 대한 파급규모
분석
❍ 분석방법 : 종료된 과제의 연구주제가 기상청 또는 타부처로 확산되었는지
를 NTIS 과제정보와 비교분석하여 검증
❍ 분석결과
- 기술개발이 완료된 종료과제의 연구주제가 기상청 및 타부처로 확산되어
계속연구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입증
- 종료된 연구과제의 후속과제 발생규모 1.67개, 관련 예산 846% 증가 등

[그림 2-22] 기상청 See-At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제 확산효과 분석결과 (예)

❍ 의의 및 한계
- 실현된 연구주제 확산 파급효과를 공공DB를 활용하여 입증
- 연구주제 연계성 분석을 위한 투입인력, 비용 과다

3. 성과발현 경로모형의 특징
35)

에이탑컨설팅,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사업 성과분석 종합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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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파급효과 분석방법에 대한 비교) R&D 파급효과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의 활용성을 기준으로 분석방법 비교
❍ 대표적인 파급효과 분석방법의 측정가능성, 분석결과의 객관성, 실무적 시사
점을 파악하기 위한 인과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 기존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

등

측정가능성은 성과발현 경로모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분석결과의 객관성은 거시경제모형 및 산업연관분석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파급효과의 유무가 아닌 실질적인 국가 R&D 사업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과성이 높은 성과발현 경로모형 또는
비용편익(효과)분석이 최적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4-23]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의 비교

❍ 파급효과 분석방법별로 최적 분석단위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거시경제모델 및 산업연관 분석은 국가차원 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단위에서 적용가능
- 비용편익(효과)분석과 성과발현 경로모형 분석은 연구개발 사업단위에서
분석하는 것이 최적으로 판단됨, 이를 국가차원으로 확대분석할 경우
분석결과의 인과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파급효과 분석목적에 따라 적절한 분석방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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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투자가 효과가 있는가를 비교분석하는 차원에서 위에서 제시한 모든
분석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분석하는 목적이
추가될 경우, 성과발현 경로모형이 최적의 분석방법으로 판단됨. 이는
거시경제모형 등 국가차원에서 효과를 분석하는 모델은 성과창출과정이
블랙박스로 처리되어 실무적인 개선에 대한 시사점 제시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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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R&D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최적 연구방법론 탐색
제1절 기존 연구방법론의 특성 분석
1. R&D 파급효과 분석방법의 특징 및 한계점
비용편익(효과) 분석방법은 국가연구개발 사업단위의 파급효과 분석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시차
를 두고 발생하는 투입비용과 편익을 일정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
에 특히 중장기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에 활용도가 높다. 반면 편익요소 발굴, 계량화 애로, 비교가
능 대안의 발굴 및 측정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4-24]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특·장점

거시경제모형을 활용한 파급효과 분석은 국가 차원의 파급효과 분석에 유리하고 분석 결과의 신
뢰도도 높지만 장기 시계열 자료가 잘 갖춰진 경우에 한해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정 산업
이나 특정한 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보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효과를 측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를 얻게 되는 한계도 있다.

[그림 4-25] 거시경제모델의 특·장점

산업연관분석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투입이 해당 산업 또는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기존 산업분류를 활용해야 하므로 새로 등장하는 신산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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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산업연관분석의 특·장점

개별 거래가치 평가방법론은 국가차원에서의 분석보다는 과제나 사업단위에서의 분석에 더 적합
한 특성을 갖고 있다. 분석을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폭넓은 활
용은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7] 개별 거래가치 평가방법론의 특·장점

2. 최적의 R&D 파급효과 분석방법 선택 방안(안)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은 매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각 방법론에는 상
당한 제약이 존재하므로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분석의 목적이며 다른 하나는
이용 가능한 자료이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의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데 거시경제모형을 사용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R&D 투자가 최근에 등장한 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할
때, 산업연관분석이나 연산일반균형 모형은 활용이 불가하다. 특정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
는데 매우 적합한 연구방법임에도 신산업들은 기존의 산업분류 체계에서 타 산업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에 활용할 데이터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분석의 목적에 따라 분석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분석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각종 통계자료의 특성상 거시적 자료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 미시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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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 사업 단위에서 발생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할 때는 먼저 필
요한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 수준에서 국내총생산, 총 근로시간, 영아사망률 등
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거시자료를 활용하게 되며, 거시경제모
형이나 산업연관분석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반면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성과발현경로모형, 비용편익분석 등이 유리하다.
R&D 투자의 경제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파급효과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앞서 제
시된 모든 연구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파급효과 제고 방안 등 실무적인 차원의 시사점 도출
을 위해서는 성과창출 경로모형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성과창출 경로 모형은 다른 방법
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미시 데이터를 필요로 하므로 분석 자료 확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림 4-28] 파급효과 분석목적, 대상, 용이성 차원에서 적절한 분석방법론(안)

이상으로 총요소생산성, 산업연관분석, 비용편익분석, 연산일반균형모형 방법론들의 주요 내용
및 R&D 투자의 파급효과 분석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상기 방법론들은 모두 이론적으로 확
립되어 있으며, 기존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실증결과도 축적되어 있다.
분석방법론별 장단점은 [표 12]와 같다. 해당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총요소생산성은 미시/거시
수준의 분석이 모두 가능하면서 경제성장과 연계가 가능하며, 산업연관분석은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분석에 적합하다. 비용편익분석은 특정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합하며,
연산일반균형은 다양한 정책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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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R&D 투자 파급효과 분석방법론별 장단점 비교

 방법론

 장점
§

기업 수준의 미시적 분석부터
산업/국가 수준의 거시적 분
석까지 모두 가능

§

총요소생산성이 경제성장의
요인이기 때문에 R&D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확인하는
데 적합

§

경제학적 이론적 기반이 확립
됨

§

계량회귀분석 등을 통해 2차
분석 가능

 총요소생
산성

 산업연관
분석

 비용편익
분석

 연산일반
 균형모형

 단점

§

총요소생산성이 일종의 잔차(residual)이
기 때문에 투입요소 외의 요인이 생산에
기여한 부분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R&D
투자 외의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반영되
어 있을 수 있음

§

분류가 최대 381개로 한정적임

§

해당 산업 뿐만 아니라 전후
방 산업으로의 직간접 경제적
효과를 분석 가능

§

실측치는 5년마다 나오며 그 사이에는 연
장표만 제공되며 연장표가 나오는 해는
품목 분류가 384개보다 작아짐

§

유발계수를 통해 생산, 부가가
치, 수입, 고용 등에 미친 직
간접 효과 분석 가능

§

실제 투자의 성과보다는 수요나 공급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이 유발되는 구조여서 성과를 과대평가할
가능성 존재

§

사업 단위에서 R&D 투자의
경제성분석 가능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다양
한 실증 분석사례 등이 축적
되어 있음

§

화폐화되지 못하는 효과는 편익에 반영되
지 못함

§

특정 사업이 아닌 정책이나 수혜자가 특
정되지 않는 경우 적용이 어려움

§

모형 구축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

§

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이기 때문에 실제 성과분석에 적용하
는데 한계가 존재

§

투자 여부 판단에 있어서 직
관적 결과 제공

§

다양한 정책실험에 대한 시뮬
레이션이 가능

§

특정 요인의 변동이 국가 경
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세
부적으로 파악 가능

반면 총요소생산성은 다른 요인에 의한 잡음(noise)이 R&D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산업연관
분석은 실제 투자의 성과가 아닌 경제의 연계관계를 통해 파급효과를 유추한다는 점이 한계가 있
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단위가 아닌 정책이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적용이 어렵
고, 연산일반균형모형은 시뮬레이션 기법이라 실제 성과분석 적용은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분석 목적 및 대상, 가용 자료 등을 감안하여 적정 분석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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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법론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특정 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분석하고, 여기서 도출
된 부가가치의 크기를 산업연관분석과 접목시킴으로써 전후방 사업으로 파급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는 총요소생산성과 연산일반균형모형을 결합하여 총요소생산성의 변화가 경제
각 부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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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론 제안
1. 기존 연구성과의 한계
R&D의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R&D 투자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니고 있다.
1) 파급효과와 외부효과 구분의 불명확성
실험실에서의 실험은 독립변수 이외의 환경들을 철저히 통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거의 순
수하게 시스템 내에서 해당 독립변수가 일으키는 변화만을 관찰할 수 있다. R&D투자가 파급효과
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공학 연구처럼 실험을 설계하여 관찰 및 연구를 수행하
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과거의 사건이나 정책이 현재 혹은 좀 더
가까운 과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론할 수 밖에 없다. 경제모형은 개괄적인 경제의 형태
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계, 기업, 정부의 의사결정이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고안된 것이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현상들을 포함할 수는 없다. 경제의
한 부분에서 나타난 현상이 정책의 파급효과로 발생된 것인지 모형에서 채 설명하지 못한 외부충격
에서 기인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국민생활과 유리된 성과지표
과거 연구에서 R&D 투자의 성과지표로 많이 사용된 것은 사업 단위에서는 논문 게재 건수,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기술이전 사업화 건수, 기술료 수입 등이며 국가 단위에서는 산업총생산, 국내총
생산, 수출대체 등이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은 대다수 시민들의 삶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
다. 이런 관계로 그동안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기존의 연구방법을 활용해 도출한 파
급효과의 규모와 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2. 기존 연구방법의 보완
1) 연구 범위의 축소
경제 전체가 아닌 특정한 기술 또는 산업으로 분석의 범위를 좁혀 외부효과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투자의 효과가 확산되는 경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시대별로 등장한 신기술들을 정리
하고 해당 기술에 투입된 연구개발투자 규모와 해당 기술로부터 파생된 제품들이 국민들의 삶을 어
떻게 바꾸었는지를 각종 연구자료 및 뉴스검색 등을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하나의 기술로부터
파생된 영역 또는 하나의 산업에 그 분석을 국한시킴으로써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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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사업 단위의 성과가 발생시키는 파급효과 분석은 존재하였으나, 새로운 연구방법론에서는 정
부가 인위적으로 정한 사업이라는 테두리 대신 기술과 산업이라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경계를 활
용할 것을 제안한다.
2) 실용적 성과지표 발굴
국민들의 실생활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성과지표들을 발굴하여 R&D 투자의 파급효과 분석에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새롭게 도입 가능한 성과지표는 무궁무진하다. 시기별 무선 통신속도가 스트
리밍 서비스 이용시간 및 스트리밍 업종의 부가가치 창출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도 있다. 이 경
우에는 과거부터 누적된 무선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액이 실제 국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
꾸었으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

3. 산업단위 파급효과 분석 모형
반도체, 무선통신, 제약바이오와 같은 산업들은 특정한 시기에 급격히 성장하였다는 공통점을 갖
고 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급성장 시기 이전에 장기간의 R&D가 선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면, R&D와 산업의 발달에 관한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R&D 투자는 지식축적을 유발하고 이후 지식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해 경
제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지식의 흐름을 고려한 모형을 설계해야 한다. 정책적인 의사 결정들은
보통 단번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미래에 다가오는 기간에 걸쳐서 그 효과가 발현된
다. 이러한 현실세계의 현상을 표현하는 동태적 모형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있
는 무선통신, NFC, 생체인식 등의 기술에 적용하거나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산업인 반
도체 산업 등에 적용하면 R&D 투자와 삶의 질에 대한 인과관계를 보다 국민들이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상용(2016)은 국가 R&D투자로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 간에 발생시키는 지식자본의 축적과
생산성에 대한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투자를 시행
하고 있었던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투자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의도는 국가 R&D투자가 직
접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지의 여부와 지식자본인 특허등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지의 여부 두 가지를 확인해 보는 데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대부분
R&D 투자가 생산성 등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R&D 투자를
통해 생산된 지식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파급효과의 발생 여부 및 파급효과의 크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하여 산업의 특성
및 R&D 투자 재원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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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에 필요한 자료
연구 대상 산업에 투입된 R&D 투자금액이 핵심 독립변수이다. 대상 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는 해당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별 R&D 투자액은 한국과
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인용할 수 있는데, 산업분류로 특정이 가능한 산업에
대해서만 연구가 가능하므로 존재하는 모든 산업이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지는 않다. 매개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특허등록건수는 특허청으로부터, 종속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성은 한국생산성
본부의 KIP Database(Korea Industrial Productivity Database)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그 외
에 산업별 총생산, 산업별 근로소득 등은 통계청 등에서 얻을 수 있다.
<표 4-13> 주요변수 예시

 구분
 독 립 변
수

 변수명
 핵심
 기타
제

 R&D 투자액
통

 자본스톡
 노동투입량(금액 기준)
 특허등록건수

 매개변수

 기술이전건수
 기술료수입

 종속변수

 총요소생산성
 근로소득

* 모든 변수는 산업별, 연도별 값으로 구성
** 화폐단위로 표기되는 모든 변수는 실질값으로 변환하여 활용

핵심 독립변수인 R&D 투자액 외에 통제변수로 자본스톡과 노동투입이 필요한데 이는 총요소생
산성을 추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Cobb-Douglas 생산함수의 형태와 연관되어 있다. 아래의 식(77)
과 같은 Cobb-Douglas 생산함수에서

     

(77)

Y는 총산출, L은 노동투입, K는 자본투입량을 나타내며, A는 기술과 관련된 여타의 투입요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이외의
요인으로 산출량이 증가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투입으로 산출
량이 증가한 부분을 소거해야 하므로 이 분석에서는 R&D 투입 외에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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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기간
연구 대상 산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가급적 긴 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연
구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으나 참조하는 데이터의 조사기간 및 대상 산업의 분류 가능 여부로 인
해 연구 대상 기간에는 제약을 받게 된다.
3) 연구 방법론
식 (77)로부터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그 총요소생산성과 산업별 R&D 투자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ln  ln   ln      

(78)

ln     ln  

(79)

식 (77)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지수함수를 선형화 한 뒤, 회귀분석을 하면 기술혁신으로 인
한 생산의 증가분,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추정한 총요소생산성 값을 식
(79)와 같이 R&D에 대한 함수로 설정하면 R&D의 생산성 효과를 표현한 식이 된다.
식(79)에서는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R&D
투자가 직접적으로 기술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 이외에 기술축적과 확산을 통해 간
접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서는 특허등록건수나 기술료수입 같이 기술축적 및 확산을 반영하는 값을 매개변수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80)

이를 식(80)과 같이 나타낸다. 변수명 Parameter는 R&D 투자에서 파생된 특허나 기술료를 의
미하는 변수로 1개 혹은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다. 복수의 매개변수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간단히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쓸 수도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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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행렬식의 차원을 나타내는 문자 중 k는 매개변수 종류의 개수, N은 조사대상 산업의
개수, T는 조사 대상기간의 연도수를 각각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81)

그리고 매개변수로 선정한 변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82)

마지막으로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작성한다.

      

(83)

식(83)의 회귀분석결과 δ의 값이 0이 아니라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경우 R&D투자는 직접적으
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일으키지 않고 반드시 지식의 확산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총요소생
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반면, δ의 값이 0은 아니지만 β보다 다소 작은 값을 보이는 경우에
는 부분적으로는 직접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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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이상으로 R&D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사용되어 온 주요 연구방법론들을 탐색하였다.
이들 중, 산업 간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방법은 산업연관분석과
연산일반균형모형이다. 이 방식들은 경제의 특정 요인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
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부문의 R&D 투자가 경제 전부문에 걸쳐서 발생시키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되어 왔다. 두 연구방법 모두 산업연관표에 기초하고 있는데, 실측표
가 5년 주기로만 제공된다는 한계가 있어서 정교한 분석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산업연관분석은 단
순히 수요·공급의 변동에 의해 유발된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을 R&D 투자의 성과로 오인하여 과
대평가할 위험이 있으며, 연산일반균형모형은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실제로 발생한 성과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정책평가기법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이 있다. 사업단위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한 시점의 실질가치로 환산하여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직관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국가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활용되고 있
다. 하지만 반드시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효과만을 편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효
과 측정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통행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등 화폐단위로 표기되지 않는 효과
에 이 방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다 보니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론적인 논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연구방법론은 총요소생산성을 활용한 연구방법이다. 주류
경제학 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의 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에 모
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생산함수에서 투입요소 이외의 부분으로 생산이 증가한 잔
차(residual)를 총요소생산성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R&D 투자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는 것 만으로는 순수한 R&D
투자 효과를 추출해 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처럼 연구방법론들의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의 단점을 감수
하면서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선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문헌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R&D 투자의 파급효과가 가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는 생산기술의 진보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둘째, R&D 투자의 효과는 투
자 대상 기술에 국한하여 나타나지 않으며 연구를 통해 생산되고 축적된 지식은 모든 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R&D 투자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기술진보로 이어지
기 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이 시차는 일정하지 않으며 개발되는 기술의 난이도, 필요한 지식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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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등 산업과 기술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넷째, R&D로 축적한 지식의 활용 수준은 산업
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연관성이 극도로 낮은 산업의 경우 지식 확산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연관성이 높은 산업 간에서만 유의미한 수준의 파급효과가 관측된다.
R&D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방법론을 선택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는 위와 같은 R&D 투
자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안정적인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두 가지
목표에 적합한 모형은 총요소생산성을 기초로 하되, 이를 다소 변형하여 몇 가지 기술축적에 관한
변수를 매개변수로 활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의 확산이 동종 혹은 유사 산업군 내
에서 활발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산업분류를 세분화하여 Cohort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 2000년대 세계의 경제성장을 ICT 산업이 견인해 온 것과 같이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빅데이터,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이 그 역할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해당 분야에 R&D 투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 역시 특정 산업섹터에
R&D 투자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향후에 활용도가 높은 파급효과 분석 방법은 산업단위
의 분석 모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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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성과평가포럼 운영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국가 R&D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1.2% 증대된 27조 4,018억 원으로 확정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위기극복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박차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 등을 지원하는 감염병 대응,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바
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이 2021년
국가R&D 중점 투자분야
‘21년 R&D 투자방향
▮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 디지털·비대면 산업 등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혁신기술 투자확대
▮ 소·부·장 기술자립, 감염병 대응체계 등 과학기술기반 위기관리 대응 역량 확보

□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넥스트노멀(Next Normal),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새 시
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을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보고 이에 따른 정부의 R&D
투자도 지속 증대되고 있으나 투자에 대한 내실화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실정
○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연구자 중심 R&D 체계 개선, 국가 R&D 예산 20조원
돌파 등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R&D 성과 체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과학기술 분야 국가 R&D가 국민생활과 단절되어 있다는 국민의 인식 해소와 코로나19
대응 등 국민 삶에 직결된 과학기술의 방향성 논의 필요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요구와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 연구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성과의 제
고는 더욱 긴요
○ 과학기술의 영향과 주요 과학기술 정책 등 논의를 위한 「내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정
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혁신본부 주도의 국민 소통·홍보 채널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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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정부 연구개발 평가 및 성과관리 전문가, 평가수요처, 피 평가자,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여,
국가 R&D 성과제고 및 국민체감 향상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 발굴된
이슈 중 현장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현장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평가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성과평가포럼을 통해 발굴된 이슈 및 대안은 제4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제4차 성과관리
기본계획 등 성과평가 및 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
○ 전문가 포럼 운영, 현장간담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 및 대안 구체화
<표 5-1> 제1~5차 내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정례 토론회 주제 및 내용
구분

내용

제1차

연구성과의 국민 체감,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제2차

유전자가위를 통해 살펴보는 바이오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

제3차

과학기술융합을 통한 성과장벽 넘어서기
- ‘협조’에서 ‘협력’으로 대전환 (중앙정부-지방정부 장벽극복)
지자체 과학기술혁신 관련 진흥원 설립 성과와 과제
- (강소)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 뉴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

제4차

2020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

제5차

Next Normal 대비, 연구성과 활용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 R&D 성과를 통해 기업과 사회(지역 포함)가 직면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Next Normal과 ‘성과’이어달리기의 가치(룬샷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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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정례 토론회 요약
제1절 토론회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제1차 내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정례 토론회]
1. 개요
□ 과학기술과 R&D가 국민생활과 단절되어 있다는 국민의 인식 해소와 코로나19 대응 등
국민 삶에 직결된 과학기술의 방향성 논의
○ 주제 : 연구성과의 국민 체감,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 일시 : 2020.7.23.(목) 14:00-17:00
○ 장소 : 서울상공회의소 소회의실3(서울역 인근)
○ 방식 :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 대학, 언론사, 기업 등 13인
<표 5-2> 제1차 토론회 진행순서
구분
인사말씀

주제발표

발표 및 토론자
개회사

비고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축사

김상선 원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제1

오세홍 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성과창출 활용
연계강화

발제2

정태현 교수 (한양대학교)

국민생활관점의 국가과학
기술 혁신과 기술사업화

발제3

김철한 교수 (대전대학교)

과학기술의경제·사회적파급
효과 및 문제 해결력 키우기

[좌장] 김도연 이사장 (울산공업학원)
이석래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민선 소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토론 및
Q&A

패널토론

송미영 본부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하승철 대표 (센코)

토론회 주제 및
발제 내용 논의

김정혁 대표 (사이버테크프랜드)
안경애 부장 (디지털타임스)
임윤철 대표 (기술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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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제 주요내용
과학기술 성과창출-활용 연계 강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세홍 본부장)
□ (연구성과 창출-활용 현황 및 문제점)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활용·확산 부진에 대
한 원인 분석은 전주기 Process별, 혁신주체별로 구분하여 접근 필요
○ (사업기획/평가) 수요자 및 관련 규제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사업 기획 및 민간
참여자가 기획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플랫폼 부재
- 사업 목표, 사업목적이 불명확하고, 사업성과 지표 및 측정방법(기준 등 지침) 합의부재
(사업주관부처-전문관리기관-연구과제책임자 간)
※성과평가 기본계획에서 지침(Guideline)을 제공하고 있으나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수준에 그침

- 성과관리·확산은 상대적으로 부수적 업무(관리기관·연구자), 기술사업화 등 전담기관
의 업무역량 부족(지원조직), 연구성과 찾기 어려움(수요자)
○ (과제성과관리) 연구개발 성과물 외에 다양한 형태의 성과물(de facto standard, 각종 빅
데이터 등)과 비정형성과(Know-How, 인력양성, 국격상승 등)에 대한 공개/가치평가/활용
노력 부재
- 4차산업혁명, 디지털대전환 시대에서의 성과물 범위 확대 및 새로운 성과물 유형 등장
○ (추적평가/조사) 과제 종료 후 추진(연구자의 무관심, 수요자의 비밀유지 등) 되기에, 성
과활용/확산 경로 파악이 어려우며, 성공사례/실패사례 공유, 기술축적 이력관리 및 재도
전 플랫폼(사업) 부재
○ (전문관리기관) 과제선정평가, 연구비지급 및 정산, 과제종료평가와 비교하였을 시 상대
적으로 성과관리 확산은 부수적 부문(예산, 인력 투입 소홀)
- 기획평가비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새로운 플랫폼(정보시스템 등) 개발 필요

[그림 5-1] R&D투자 성과창출-활용 프로세스
출처: 배종태(2006),성과중심적인 정부R&D과제평가체계, R&D Forum(리츠칼튼호텔) 일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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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연구과제의 계속적 수행이 중요하고,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등은 차선의 문제로 인식
- 연구성과의 질보다는 종료평가에 제시하기 위한 성과의 양이 중요(연구를 위한 연구라
는 비판의 배경)
- know-How 등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성과 입력 및 시장/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 필요
○ (지원조직) 기술사업화 지원조직(대학, 출연(연) TLO 등), 성과물 전담기관 등 업무역량 개선
필요
- 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성과 연동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개선 필요
- 민간 엑셀러레이터, 론칭패드, 투자펀드 등과 주기적 워크샵/마켓(성과물 소개, 피칭, 가
치평가 등) 오픈 미흡
○ (수요자) 원하는 연구성과를 찾기 어려우며 연구성과의 질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
- NTB(기술은행-수요자, 중개자, 공급자 연결), 미래기술마당 등 R&R 확대 및 강화 필요
- 분산된 연구성과 DB를 한번에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기술보유 연구자
탐색 시스템 개선, 수요자 맞춤형-스마트AI시스템 등 구축 필요

□ (R&D 성과체감 확대를 위한 제안)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다각도 측면에서의 병행 노력 필요
○ (민간참여 플랫폼 구축) NIS 및 국가R&D투자 성과창출-활용 프로세스의 Upstream 부
터 새로운 플랫폼, Open Innovation, 민간(수요자, 소비자) 협력 기제 발굴 및 구축
○ (새로운 인센티브 전략 가동) 인프라혁신, 혁신주체별 R&D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연한 인센티브 전략 발굴
○ (디지털 대전환) 연구개발 부문에도 디지털 대전환(Smart+AI) 모색 필요
- 현재 종합적 관점의 오픈사이언스 정책 부재. 따라서 오픈액세스정책과 빅사이언스 중
심 연구데이터사업 추진,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정비 등 필요
○ (성과활용의 場) 새로운 인센티브 전략 가동, R&D 부문에서의 디지털 대전환(Smart+AI) 모
색, 온라인-오프라인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성과활용의 場(론칭패드·성과물 마켓 등) 개설

국가R&D사업 성과평가 개선 및 TLO 제도 현실화 방안 (한양대학교 정태현 교수)
□ (코로나 위기, K-과학기술) 전문가의 올바른 방향 설정, 관련 기업과 조직의 신
속한 대응, 빠른 혁신(사업화)로 효율적 예방시스템, 신속 대량 진단 시스템과 중
증도별 체계적 치료체계 구축
○ 코로나 사태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인식과 역할이 증대하는 한편, 과학기술 수행 양상
자체도 변화 중(신속, 공유, 공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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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년도 학술지 게재 생명과학 논문 대비, 한국의 코로나 논문은 주요국 중 양과
질 모두 감소폭 최대
- 한국 코로나 논문 양 68% 감소, 질(인용도) 93% 감소
○ 한국과학기술계의 코로나 이슈 즉응도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자 중심 R&D기반 마련(주제 자
율성, 연구과정·활동 등 성과다양화), 운영 유연성(그랜트, 대출, VC방식 장기지원), 평가 획
일성 탈피(평가전문성 확보) 필요

□ (국가R&D성과 소유주체) 연구자 중심 R&D 성과 소유 및 활용 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 활용 및 사업화 제고 필요
○ 최근 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프로세스는 기술과 시장 불확실성에 보다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프로세스의 통합과 실험, 유연한 피드백 등을 반영하도록 변화 중

[그림 5-2] 기업연구개발 사업화 프로세스

○ 대학 기술사업화 및 창업 성과 결정 요인은 다층위적이며 많은 이해당사자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거버넌스는 기업보다 분화되어 있고, 연구성과의 소유권자(대학/공
공연 TLO) 역량이 사업화의 주체로 미흡한 점 다수
○ 해외의 연구결과도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의 사업화 주체로서의 미비점에 대해 공통적으
로 지적
○ 신설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성과의 원천적 소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
거 마련
※ 과학기술기본법 [현행]–제11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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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
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1. 1. 1.]–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
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그러나,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 간 계약 또는 발명진흥법 등에 따라
연구자에게 특허권이 귀속되기는 현실적으로 당분간 힘들 것으로 예상
-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 R&D “관리 및 수행” 체제로의 전환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연구자 중심의 R&D “성과 소유 및 활용” 체제로의 전환은 지속 노력 필요
○ 현재 개선 반영 중인 “연구자 중심주의” 철학을 국가R&D 기획과 관리 관점만이 아니라
성과의 소유와 확산, 평가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 필요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문제 해결력 키우기 (대전대학교 김철한 교수)
□ (R&D투자 효율성 문제) 정부 R&D 총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약 1%
정도, 투자 한계 극복 위해서는 연구생산성을 제고 필요
○ (특허활용) 2017년 기준 국내 특허 출원은 204,775건, 등록은 120,662건으로 2008년 대비
투자는 128.4% 증가했지만, 특허출원 및 등록은 각 20.1%, 44.5% 증가
-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17),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
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16)하며, 기술이전효율성은 1.41%에 불과 (미국 4.43%)
- 정부R&D 특허 중 미국 등록 특허의 우수특허비율은 8.9%로 우리나라 전체 미국 등록
특허의 우수특허비율인 18.9%보다 크게 낮음
○ (기술성숙도) 기업은 대학·공공연의 기술이 사업화하기에 있어서는 기술성숙도가 낮은
초기단계로 판단하는 경우 다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4개 정부 출연(연) 연구생산성은 2014년 이후 5년 평균 3.05%
※ 미국 산업연구 중심기관 10.0%, 독일 프라운호퍼 7.7%

-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저조한 것은 시장 수요보다 성공률이 높은 연구 목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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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2020년도 정부 R&D 기본방향

□ (기존정책 문제 및 개선방향) 성과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들은 지속 수립되고 있
으나,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 시스템들은 다소 미흡
○ (정책 실효성) ‘일을 위한 일’방식의 정책 양산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필요
○ (사업관리시스템) 같은 기관일지라도 타부서와의 연계·협력 체계가 부족, 잦은 인사이동
으로 인한 사업의 영속성 유지 불가
- 정책이 만들어지면 정책개발자가 최소한 한 사이클 동안 운영·보완하고, 그 결과를 평
가받아야 정책이 원활히 작동
○ (성과목표 지향적 기획 및 관리) 국책연구는 성과목표 지향적으로 기술개발보다는 구체
적 해법 추구 필요
- 예: ’60~’70년대 컬러 TV 수상기, NC 공작기계 등, ’80~’90년대 DRAM, CDMA, TDX-1,
핵연료 국산화 등, 2000년대 다목적 실용위성, 고속철도, DMB, Wibro, 2010년대 4G, 5G,
스마트 시티
○ (공공·민간 상호보완) 민간 R&D와 정부 R&D의 투자전략의 상호 보완 관계 정립 필요
-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민간 R&D 투자를 유도 및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민간은 산
업 R&D 중심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
- 이를 위해서는 정부 R&D를 통한 기술개발을 민간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NTIS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연구에 대한 현황정보 파악은
어려움
- IITP의 기술예고제와 같이, 기술 개발 완료 일정, 예상 결과물과 기술 특성 정보를 사전
에 공개하여, 기술 정보 탐색과 개발 시기 예측이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224 • • •

제5부 성과평가포럼 운영

□ 정책제언
○ (이공계 신진연구자 창업기회 제공) 이공계 포닥은 최신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력,
현재 이공계 박사는 연간 8,000여명 배출되지만, 이공계 Post Dr.가 갈 수 있는 자리는
극히 제한적
- 기술 기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해커톤 방식의 공모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 발굴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정부조달시장 통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완제품의 개발 과제도 정부 조달 등을
통하여 초기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
- 미국의 경우, SBIR이나 STTR등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품의 초기 시장을 공공에서 만들어
줌으로써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
- 문제해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이익이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
○ (사회문제 R&D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단계까지 이르는 전
프로세스를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 조직화·체계화되지 않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산재 및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중복투자 및
공백 발생
- 부처 내에서도 서로 다른 부서들이 각자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정보 공유 부재
- 문제 단위로 최종 책임을 지는 부처나 부서에서 통제권을 갖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 필요

3. 패널토론 요지
【패널A】
○ 과학기술의 예산은 늘어 가는데 과연 시스템은 정비가 되어있는가는 중요한 문제, 즉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가 중요하며, 새로운 마스터플랜(Master-plan)이 필요
○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를 잘 낼 것인가에 대하여 집중하였다면, 이제
는 국민 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자체, 또는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중요함
○ 즉, 대안은 과제중심이 아닌 연구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며, 중복과제로 인한 후속과
제 변경 등의 암묵적 문화 지양 필요

【패널B】
○ 현재 코로나로 인해 연구성과에 대한 전 국민 체감이 많이 향상된 것 같으며, 지난 2~3
년간의 혁신속도와 최근 코로나 2~3개월간의 혁신속도가 대등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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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체감도 증진을 위해서는 연구성과를 국민의 니즈와 필요시기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 즉 이제는 R&D에서 P&D(Problem & Development)로의 집중이 중요
○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기회로 보고, 정부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국민은 참여 역할을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패널C】
○ 국민 체감 증진에 대하여 2가지 관점에서 말씀 드리고자 함
- 첫 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이 진정 무엇을 원
하는지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한다는 점도 함께 필요
- 둘 째, 현 상황과 같은 코로나, 작년까지 큰 이슈였던 미세먼지 문제 등 문제해결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 체감이 증진될 수 있음. 하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제해
결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선행되어 있어야 함
○ 대학, 출연(연)과 달리 기업의 입장에서 연구성과를 잘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로는 기업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연구가 없을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대
학, 출연(연)에서 수행한 연구가 기업에서는 실제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NTIS의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친절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생
각함.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정보 참고를 할 때 키워드 검색방식에 국한한다는 것이
문제

【패널D】
○ 마스터플랫 수립 후 큰 틀 안에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실제 연구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틀 안에서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함
○ R&D의 방향성 3가지
- 첫 째, 명확하고 다양한 성과목표 설정이 중요. R&D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늘 틀에 박힌
성과목표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최종 성과물에 대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설정하는 등 명확한 목표 수립 필요
- 둘 째, 연구책임자의 역량이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 지난 3년간 융합사업을 추진하면
서 느낀 점은 결국은‘사람’이었음. 즉, 연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성과가 많이 달
라질 수 있음
- 셋 째,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중요. 실제 NST에서는 3P위주의 평가가 아닌, 연구
책임자가 제안하는 성과지표를 발굴해서 그 기준으로 평가 방식을 도입(책임평가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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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E】
○ 과학기술의 국민 체감 부족의 원인은 홍보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함
- 다시 말해, 국민 체감 증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
져야 국민들이 몸소 인지할 수 있음
- 실제 국가 R&D사업을 거친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경우가 다수
- R&D 예산 중, ‘홍보’에 대한 예산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기업입장에서는 NTIS 자체를 모르거나,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채널인지도 모르는 경
우가 대다수일 수 있음
- NTIS가 연구 소통의 주요채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글(Google)같은 형식의 서치
(Search) 프로그램이면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

【패널F】
○ 글로벌화, 융합 및 혁신의 가속화, 기술수명단축 등 급변시대 내에서 퍼스트무버의 독
점현상 심화에 대한 정부 R&D 전략 및 추진체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장에서 바라는 혁신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술수명이 단축되는데(예: 5G에서 6G로
의 전환속도), 이는 중소기업입장에서 커다란 애로사항

- 기업의 기술개발과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한 상품화 기획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R&D 미약과 실패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모습은 지양해야할 필
요가 있음
○ R&D의 지속적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이 떨어지는 이유는, 정해진 기간
과 금액, 그리고 결과물 중심 때문일 것
-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논문, 성과 등 단순지표로만 결과물이
귀결되는 것이 지양해야할 필요가 있음
○ 정부 R&D 선정 시, 기술자체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R&D 선정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가 아주 많이 있는데 실제 동일한 기술이
나 과제명만 다를 수 있음
- 즉, 문서로만 모두 드러나지 않기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노력도 필요

【패널G】
○ 과학과 삶을 분리할 수 없는 현 시점이기에, 과학기술에 대한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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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R&D 투자가 높아짐에도 국민의 체감이 낮은 이유는 단절적 연구가 많기 때문이라
고 생각. 즉, 융합과 협력이 중요하며, 오픈 사이언스(오픈 액세스, 오픈 소스, 오픈 액세스
등)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내년부터 제4차 평가기본계획 반영 예정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 평
가보다는 문제에 대한 정의임. 경제문제, 사회문제 등 연구코자하는 사안에 대해서 명
확한 목적 수립 필요
○ NTIS를 통해 연구과정에 대한 공개, 평가에 대한 공개를 확실히 하고자 하며, 성과가치
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즉, 각 연구마다 목표가 상이하기에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현재 부처 간의 역할은 어느 정도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나, 소통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
로 보이며 이는 퍼스트무버로서의 역량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음

【패널H】
○ 코끼리 다리가 아닌 코끼리 몸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정부의 통합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
○ NTIS 상에서‘OO기술개발’로만 되어 있고, 상세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이를 보완
하여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통 과제물 작성 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어떻게 이 연구가 쓰여 질 것인가?”에
대해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있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취합하여 데이터화하
면 양질의 자료가 될 것

【패널I】
○ 투명성, 공개, 소통이라는 것은 R&D전주기에 있어 매우 중요. 특히, 관리중심 체제에서
자율중심 체제로 가려면 투명성과 공개가 핵심 요소일 것
○ 연구 성과물을 개인에게 부여하면 사장될 우려가 있고, 또한 어떻게 활용되는 지 관리
감독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인센티브’제도가 있으면‘책임’에 대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한 동
기부여로 인하여 연구 결과물이 좋아질 것
○ 국가 R&D 효율성 측면에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보다 높을 수 있음. 즉, 대기업한
테 투자를 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 동시에 중소기업은 여전히 우선시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함여하면 사장될 우려가 있고, 또한 어떻게 활용되는 지 관리감독하기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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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아직까지
는 대기업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다만, 전략과제를 잘 설정하면 더
많은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

【패널J】
○ 소통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민간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고 접촉면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중견기업연합회 등의 각 단체들과 정부가
더 이상 거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서 소통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할 것
○‘리빙랩’, ‘생활문제’, ‘사회문제’와 같은 키워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솔루션을 찾는 것이 아닌 소위 말하는
‘몸’으로 해결하는 형태로 다수 진행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듦

【좌장】
○‘국민 체감’이라는 주제는 20년 전부터 현재, 그리고 향후 20년 이후에까지 지속적으
로 이어지는 이슈이며 그만큼 중요한 문제
○ 앞서 진행된 발제내용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지식창출과 더불어 경제적 가치 창출 또
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신경써야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 좋은 성과를 내려면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정부와 민간, 연구자와 시장, 부처 간,
연구소와 대학 등 협력이 중요하며, 그래야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
- 과학기술이 지금까지 굉장히 빨랐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는 협력하고 함께 가야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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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내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정례 토론회]
1. 개요
□ 사회구성원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 리뷰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 향상
○ 주제 : 유전자가위*를 통해 살펴보는 바이오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
* 변형된 핵산분해효소를 사용하여 특정부위의 DNA를 제거·첨가·수정하는 기술

○ 일시 : 2020.9.23.(수) 14:00-15:30
○ 장소 : 과학기술인공제회(아세아타워) 1층 대강당
○ 방식 : 현장 녹화 후 유튜브 채널(과기정통부, KISTEP) 동영상 업로드
○ 참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 대학, 언론사, 기업 등 10인
<표 5-3> 제2차 토론회 진행순서
구분
인사말씀

주제발표

발표 및 토론자

비고

개회사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제1

변순천 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영향평가 소개

발제2

박상욱 교수 (서울대학교)

유전자가위 기술영향평가
다시보기

발제3

김용삼 책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가위의 현황과 전망

[좌장] 김도연 이사장 (울산공업학원)
이석래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토론 및
Q&A

패널토론

김민수 기자 (동아사이언스)
김석중 이사 (툴젠)

토론회 주제 및
발제 내용 논의

김소윤 교수 (연세대학교)
장호민 센터장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 발제 주요내용
기술영향평가 소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순천 본부장)
□ 기술영향평가 개요
○ (배경) 최근의 과학기술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고 광범위하므로, 이에 대한 선제
적 예측 및 대응 필요
-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환경·윤리 문제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초래

230 • • •

제5부 성과평가포럼 운영

○ (도입) 1970~1980년대부터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역할·책임에 대한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 실시
- 미국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에서 전문가 중심(도구적 TA)으로 최초 시
행(1974년)
- 1980년대 후반 이후 유럽 여러 국가에서 도입, 대중적 논쟁(담론적 TA)을 중시
※기술영향평가 도입 목적에 따라 절차 및 결과 활용 상이

○ (목적)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진단
-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 제시, 기술의 바람직
한 변화·발전 방향 모색

□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
○ (도입 및 유형)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으로 기술영향평가 의무화(2001년)되었으며, 전문가
와 일반시민이 평가를 병행하는 형태
- 대상기술 분야 및 사회과학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
성된 시민포럼을 병행 운영하는 이원 체제
- 시공간 및 대상 제약 없는 온라인 시민참여(게시판) 상시 운영

[그림 5-4]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 (목적 및 주요 내용)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신기술로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대상 결정
-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하고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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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기술영향평가 다시보기 (서울대학교 박상욱 교수)
□ 유전자가위 기술
○ (기술 개요) 유전자가위 기술은 변형된 핵산분해효소를 사용하여 특정부위의 DNA를 제
거·첨가·수정하는 기술
- 핵심기능은 서열 인식 기능과 절단 기능이 있으며, 작동 원리는 원하는 유전체 위치를
절단하면 DNA 손상 치료 작용이 활성화
- 응용분야는 인간 치료제, 축산 분야, 농업 분야 등이 있음
<표 5-4> 중점 평가주제
이슈

주제

질병치료
가능성과
안전성

배아·생식
세포적용
허용여부
농축산물
품질개량과
안전성

치료가능성

ㆍ유전자치료 및 치료제의 경제·사회적 가치

치료안전성

ㆍ특이성, 교정효율 등 안전성 확보

치료 적용범위

ㆍ적용 및 허용범위

치료 형평성

ㆍ의료자원의 배분

적용 타당성

ㆍ배아·생식세포 적용의 윤리적 논쟁

맞춤형 아기

ㆍ인간 존엄성 문제

사회적 차별

ㆍ유전자 개선에 따른 차별 문제

산업적·영양적 가치
안전성

ㆍ품종개량 가능성 및 시장성
ㆍ인체유해성 검증, 생태계 교란 가능성, 바이오해커 등 기술의 범용화
및 통제 가능성

<표 5-5> 주요 평가결과
이슈

평가결과

질병치료
가능성과
안전성

긍정

ㆍ에이즈 등 유전 질환의 근본적 치료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당뇨병 등 만성질환 및 난치성
질환 치료에도 응용 가능

부정

ㆍ목표로 하지 않은 다른 DNA를 절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부작용 발생 시 재교정 곤란

배아·생식
세포적용
허용여부

긍정

ㆍ유전질환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유일한 수단일 수 있으며, 유전병이 후대에
전해지는 고리 차단 가능

부정

ㆍ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우생학적·사회적 차별의 가능성, 실패배아 폐기에 따른 윤리적
문제 등 내포

농축산물
품질개량과
안전성

긍정

ㆍ인간·환경에 유용성을 줄 수 있는 농축산물 개발을 통해 경제적 손실감소 및 생산성 증가

부정

ㆍ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농축산품의 인체 안전성과 자연방출시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검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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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토론 요지
【패널A】
○ 유전자 교정 농축산물의 안전성 고찰
- GMO는 여전히 강력한 규제가 있음. 외래 유전물질이 개량된 GMO에도 여전히 남아있
어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한 안전성 입증 이슈
- 규제의 핵심 바로미터는 외래 유전물질이 남아있는지 여부. 유전자가위를 통한 유전자
교정 농축산물은 GMO와 같은 규제 수준을 받을 필요는 없는 방향으로 진행. 이같은
추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중, 유럽연합의 경우 유전자 교정도 GMO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 국내에서는 산업부 주도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유전공학을 이용한 농축산물 개량
에서 유전자교정은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방향 추이
○ 문제는 과학적 데이터
- 과학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 확실한 과학적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
- GMO의 경우에는 외래 유전물질에 의한 부작용 사례를 장기 추적하고 데이터 검증

【패널B】
○ 유전자가위 기술 배경
- 유전자가위는 원하는 유전체상 위치를 자르는 인공적인 분자 도구, 살아있는 세포 내에
서 효율적인 유전정보의 변화 가능 → 다양한 연구 및 산업 분야에 높은 영향력 예측
-

유전자가위

및

유전자교정

연구는

1990년대에

시작되어

개념이

증명,

2012년

CRISPR/Cas9기반 유전자가위가 발명되면서 폭발적인 성장, 2015년 기술영향평가의 주
제로 선정/평가 수행
○ 유전자가위 기술의 치료 분야 응용 현황
- 유전자가위 직접 전달 방식 보다는 치료용 세포의 유전자교정이 주를 이룸, 유전자가위
직접 전달의 경우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가 선도
- 유전자가위 치료제도 유전자치료에 대한 경험이 쌓인 미국/유럽/중국이 선도

【패널C】
○ 유전자가위 관련 규제 및 법률 현황
- 현행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유전자가위 관련 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은 아래의 제47조 유전자치료에 대한 부분임. 제3항에서와 같이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해서는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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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편집기술을 인간의 배아 등에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고, 이러한 국제 동향을 파
악하면서 결정해야 할 사항
○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분쟁 현황
- 머크는 크로마틴 조절 펩타이드를 크리스퍼 단백질과 융합시키는 기술 특허를 지닌 유
일한 기업, 이 기술을 이용하면 유전자가위가 염색질을 통과해 게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의 유전자가위 기업인 툴젠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 결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의 미국 특허 등록 가능성이 커짐
- 툴젠은 유전자가위 기술인 크리스퍼-카스나인(CRISPR-Cas9)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유전자가위 관련 국제 특허분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패널D】
○ 유전자가위기술의 환경
- 미국을 중심으로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정부, 민간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큰 연평균 성장률을 기대할 것으로 기대, 이에 맞추어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는 경쟁, 특
허경쟁 및 기업간 제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나라마다 서로 다른 수준의 제도, 거버넌스,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의 체계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치료 및 GMO 관
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
○ 유전자가위 기술의 미래
- 유전자가위의 효율적 개선, 안전성 확보, 유전자치료 소재화 및 전달, 면역거부 문제
등 기술적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상존함
- 현재 다양한 유전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커버 가능한
질환은 소수이며 향후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
- 후대에 전달 가능한 인간유전자 편집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이며, Benefit과 Risk에
대한 투명하고 심층적인 논의 및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함
- Good governance 실현을 위해 다각계의 투명하고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참여 및 노
력이 필요
○ 다양한 4차혁명 기술과 더불어 유전자가위 기술은 보건, 환경, 사회적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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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E】
○ 기술영향평가 후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 경로
- 2015년 TA 당시 기술 동향 분석대로 CRISPR-Cas9 계열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이 현재
까지 주로 이용되고 있음
- 국내 유전자가위 기술개발은 TA이후 꾸준히 진척되어 왔으며, 특히 저변이 확대되고
산업화에 근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내의 관련 연구자 커뮤니티는 TA 일부활동에 참여하였고, TA결과에 주목하여 사회
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TA 이전과 비교할 때)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대학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한 이슈가 제기되는 등 유전자가위
기술을 둘러싼 논란이 여러 각도에서 펼쳐진 점은 아쉬운 부분임
- 당시 TA에서 윤리적 쟁점이 덜한 농축산물 품질개량을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유전자
가위 연구는 여전히 인간 질환 치료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기술영향평가의 사회적 기여
- 유전자 가위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이후 우리 사회에서 유전자 가위기술의 잠재적 부작
용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사전경고(precaution)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 2015년 TA 경과가 KBS 9시 뉴스에 리포트되는 등, 과학기술계와 정부 뿐 아니라 대중
의 관심이 높았던 사례, 과학기술학(STS), 과학기술정책학 등 메타과학 학문분야에서도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패널F】
□ 유전자가위기술 관련 국내외 규제
○ 인간 분야에서는 국제규정이 실행력에서 의문시 되는 가운데, 각 국가별로 성체세포와
달리 생식세포 관련 연구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8년 중국
HIV면역 twin Baby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 안전성(safety)도 문제지만, 사회적(ethics, moral) 측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 인간 분야 이외(농업, 의료, 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서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2003년 발효)」가
있으며, 해당 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유전자가위기술의 규제범위에 관한 토의가 현안으
로 진행되는 가운데 각국은 관련 규제정책을 빠르게 정비해 가고 있는 중
○ 유전자가위기술의 긍정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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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내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정례 토론회]
1. 개요
□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복합을 통하여 원천-선도 기술 창출 및 기술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과학기술의 성과장벽을 보다 뛰어 넘어서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
○ 주제 : 융합과 협력을 통한 성과장벽 넘어서기
○ 일시 : 2020.10.28.(수) 14:00-16:30
○ 장소 : 과학기술인공제회(아세아타워) 1층 대강당
○ 방식 : 현장 녹화 후 유튜브 채널(과기정통부, KISTEP) 동영상 업로드
○ 참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 대학, 협회, 기업 등 11인
<표 5-6> 제3차 토론회 진행순서
구분
인사말씀

발표 및 토론자

비고

개회사

오규택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제1

김병진 원장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지자체 과학기술혁신 관련
진흥원 설립 성과와 과제

발제2

나주몽 교수 (전남대학교)

지자체와 대학간 연계협력
부족 극복

발제3

이창우 부장 (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 융합을 통한 성과
장벽 넘어서기

발제4

신순우 차장 (피엔티)

중소기업-대기업 맞춤형
상생협력 R&D 성공사례

주제발표

[좌장] 김도연 이사장 (울산공업학원)
최치호 회장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토론 및
Q&A

김상준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패널토론

심상돈 회장 (한국강소기업협회)
권기룡 교수 (부경대학교)
오세홍 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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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제 주요내용
지자체 과학기술혁신 관련 진흥원 설립 성과와 과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
□ 과학기술혁신기관 설립 배경
○ (지역 위기) 지역산업 침체 및 지속적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감 고조
- 지역의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R&D 중요성 부각
- 기존 지원중심 R&D에서 종합적 혁신정책으로의 확대 요구 증가
○ (중앙정부 주도 지역혁신 한계) 중앙주도 지역R&D투자 확대로 외형적 성장, 성과창출체
계 미흡, 단기 처방 중심의 개별적 정책추진으로 지역 체감 및 실효성 부족
- 지역 내 R&D 확대 요구에 의해 대형사업 기획 확산, 그러나 성과창출 중심이 아닌 국
비확보 경쟁의 장으로 변질

[그림 5-5] 중앙부처를 중심 수직적 지역R&D 관리 구조

○ (지역주도 연구개발 환경 구축 필요) 지역 산업구조 악화에 선제적 대응 가능한 근본적
체질 강화 필요
- 미흡한 지역 혁신역량, 정부주도 정책의 한계, 지역 산업구조 지속 악화 등의 문제개선
을 위해 지역R&D 전문기관 설립 확산
- 지역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성과확산 전문기관 설립 확대

□ 정책적 성과와 한계
○ 지역 자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지역R&D 거버넌스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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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계획 실효성 및 중앙정책과의 연계성 미약
○ 지역R&D 기획역량 강화 및 지역주도 R&D 기획체계 구축
- (한계) 최종적으로 지역의 필요성보다 예산확보가 용이한 사업기획으로 변질
○ 지역R&D 예산 효율화 및 성과확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한계) 부산시 자체사업 예산 비중이 낮고, 모니터링 불가사업 다수

□ 극복방안
○ R&D거버넌스 재정비
- 신규 또는 기존기관 등 활용, 지역별 여건에 맞춰 전담기관 지정 및 권한 부여
- 지역혁신 기관간 기능적 구분 및 연계 명확화
- 전담지원 조직을 매개로 지역내 부서간 연계 및 협조체계 제도화
○ 지역의 주도권 및 책임성 강화
-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수요중심의 자율적 혁신사업 기획 및 반영 기회 확대
- 지자체 투자의지 및 성과 창출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중앙-지방 파트너쉽 인정 및 권한 이양
- 지방을 국가발전의 주체임을 상호 인정
- 지역내 수행 국가R&D사업에 대한 관리권한 지방이양으로 성과창출 극대화

지자체와 대학간 연계협력 부족 극복 (전남대학교 나주몽 교수)
□ 광주-전남 지역경제 현황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 일자리 감소와
청년인재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산업의 위기가 더욱 고조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 코로나로 인한 산업적 피해, 대기업 등 선호 일
자리의 수도권 편중 등으로 지역불균형 문제가 극심한 상황

□ 지자체의 지역산업 육성지원
○ (상생의 미래전략산업 지역혁신 환경구축) 에너지신산업과 첨단운송기기산업 육성을 위
한 혁신 인프라 활용 기반 미래전략산업육성, 광주-전남 상생 지역혁신 환경 구축 노력

□ 대학의 지역혁신 잠재력
○ 대학에는 인적, 공간, 기술, 장비 등 활용가능한 자원이 다양, 이에 지역 사업과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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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업정책 관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연계성 미흡 및 성과 저조 문제
- 아직은 지자체의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대학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이 가진 역량의 전략적 활용이 미흡한 편
○ 지역의 상생협력적 지역혁신체계가 필요하며, 광주-전남의 미래 주력산업 간 연계 기반
혁신적 신성장산업 육성의 시너지가 필요
- 참여와 협업 기반으로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실행
동력 확보필요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는 신
성장 기반마련

[그림 5-6]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 지자체-대학 연계 전략 및 향후 과제
○ 지역 소재 대학이 보유한 잠재역량(인적·물적)을 십분 활용하고자 최근 교육부에서 대
단위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결과 창출을 위해서는 대학,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참여주체의 적극적·자발적인 연계 협력 필요
- 인적, 물리적 혁신 역량을 지닌 대학 적극 활용, 새로운 혁신성장생태계 선도 주체로서
역할 필요
-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학교육혁신이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과 실질적 연계되도
록 현행 대학교육체계의 혁신적 변화 필요
- 지역 내 기업수요에 대응하는 우수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 마련
○ 대학 소과제 중심의 협업네트워크를 활용한 핵심 산업별 미니클러스터 운영과 지자체
의 적극적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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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선정한 핵심 분야에 대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협업과제 발굴 시스템 강화
- 대학중심 협업과제 해결에 스마트전문화 네트워크 구축과 이에 기초한 과제 발굴 시스
템 도입
○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지역혁신플랫폼의 적극적인 연계방안 추진과 청년정착 유도
- 지역사회 혁신과제 기반 대학생들의 지역적 경험을 연계

과학기술 융합을 통한 성과장벽 넘어서기 (한국기계연구원 이창우 부장)
□ 융합연구사업 목적 및 연구단 소개
○ 융합연구단 사업은 출연(연)간 융합연구를 통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적용을 목적으로 함
○ 산업 실용화를 위한 고성능 3D 프린팅 시스템 및 소재 개발
- 3년간 약 261억 예산 투입의 대단위 사업 진행, 기계연에서는 장비, 생기연에서는 공정
기술, 재료연 및 ETRI에서는 재료 담당

[그림 5-7] 융합연구 사업단 소개

□ 성공요인
○ 연구개발이 지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목적으로 설정 필요
- 논문 등의 성과도 중요하나 실용화 과제에 있어서는 기술료, 기술창업 등의 성과창출에
대한 집중이 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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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사람’
- 아무리 대규모 사업이라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연구 초기부터 이에 대
한 주안점과 노력이 필수
- 친밀한 관계 유지, 연구 진행을 위한 활발한 교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 피드백 공
유, 공정한 배분(특허, 기술료 등)
○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부지원 체계
- 사업초기에 작성한 목표를 그대로 이루어내기에는 연구자로서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
- 연구 여건, 시장 상황 등의 변화에 따른 연구성과 목표치의 유연성 필요
-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은 적극적 동기부여로, 동기는 더 높은 연구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중소기업-대기업 맞춤형 상생협력 R&D 성공사례 (피엔티 신순우 차장)
□ 융합연구과제 주요성과
○ 중소기업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으로 삼성전기와 함께 협업하여 ‘MLCC 세라믹 그
린 시트 고속 박막 성형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과제 수행 전에 비하여 현재는 매출이 약
3배가량 신장
- 삼성전기 투자, 피엔티 개발 구조로 연구 과제 진행, 사업비 약 6억 6천만원
- 수요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완성도 수준이 상당히 높았으며, 약 1년간의 연구개발을 통
해 요구치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제품 납품 성공

[그림 5-8] 융합연구과제 개요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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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 R&D 중요성
○ (수요기업의 적극적 협조 및 배려) 사업계획대비 사업기간과 사업비 축소에 따른 개발
시간 부족, 요소 부품 구매에 높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요기업의 협조와 배려
를 통해 고품질 기술개발 완료
○ (주관기관의 개발역량 및 문제해결능력)
- (기술) 수요기업 제공 정보 바탕 양산 설비사양을 만족하는 장비 설계 및 제작 기술력
- (열정) 목표달성의지와 개발기간 축소에 따른 시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
- (대화) 요구 및 개선안에 대해 많은 대화와 대안제시로 시행착오 최소화
- (신뢰) 기술력, 열정, 대화의 노력은 수요기업의 양산 공정 정보를 믿고 제공해주는 밑거름
○ 수요기업에서 요구하는 높은 기술완성도 수준에 맞추기 위해 지속 노력을 해야 하며 ‘사
람’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기술은 기본 씨가 되고 이에 더해 서로 간의 대화, 협력, 신뢰,
열정 등의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 기술 개발의 성공 요인

3. 패널토론 요지
【패널A】
○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경쟁력은 굉장히 높은데 반해, 산학연의 지식전달 정도 및 협력
부분은 약 6년 정도 계속 29-30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1개 중소기업 당 R&D투자 규모도 2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감소,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 도입 부분은 약 두 배 증가
- 프로그램 단위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산학연이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기획 공동
체, R&D공동체, 사업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구조 실현 필요
○ 해외 선진사례를 살펴보면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진화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점의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넘어와 사업 중심으로, 선의 경우는 기업-대학 간 협력 거점
중심으로, 면의 경우는 클러스터 중심, 즉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가장
역량이 있고 발전성이 있는 부문에 모든 역량 결집 구조
- (핀란드 혁신 클러스터)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철학
하에 산학연의 자유로운 장 마련, 혁신 시드를 기반으로 공동 개발하고, 성과는 공동으
로 배분되는 개방형 공유 협력 시스템

【패널B】
○ 대학은 크게 연구와 교육으로 구분 가능, 연구는‘BK21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연구 역량이 높아지고 있으나, 교육의 질 향상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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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언택트 교육방식과 온택트 교육방식 개발 필요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전공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교육하되, 특정 관심분야를 정하여
전문가 육성 위한 집중 교육 시행 필요
○ 지역혁신플랫폼 운영 시 해당 지역 내 대학들 간 경쟁 지양이 바람직
- 플랫폼은 공유의 취지가 있기에 대학 간 서로 공존·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장
마련필요

【패널C】
○ 융합은 기술 개발 분야 R&D 측면에서 학제간 기술을 연계하고 통합해서 어떻게 새로
운 것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 협력은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을 어떻게 새로운 시장으
로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
○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함께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창
출하는‘코어로케이션’이 중요한 키워드이긴 하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코어로케
이션’만으로는 융합과 협력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즉, 단순한 구조 및 기능만으로는 융합과 협력이 어려우며, 체계적인 사업화 모델과 더
불어 서로 간의 언어, 관점, 그리고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

【패널D】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접근과 창구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
- 협회 입장에서 특허기술 공유 등 중속기업-대기업 간 협업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혜택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음
○ 정부에서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 자금을 지원해주는 분야 자체가 중소기업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즉, 대기업을 위한 분야
인 경우 다수
- ‘100대 소·부·장’, ‘300대 소·부·장’ 같은 경우도 한-일 정세에 따라 일시적이
었으며 현재는 관련 정책들도 흐지부지한 상태
- 자금 지원 유형이 개발에만 편중되고 개발된 기술을 상품화하고 판매 단계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집중도는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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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명확한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체계적 지원과 모니터링,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중소기업-대기업 간 실효적 창구 역할 마련 필요

【패널E】
○ 그동안 정부가 R&D의 성과 창출과 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으나, 주로 R&D 전주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왔고 실제 협
업과 융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나 혁신주체의 몫으로 둔 것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듦
- 물론, 기획이나 정책수립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자연스럽게 협업이나 융합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정책기획 과정에서 협업과 융합의 정의 및 범위에
따라 실행과정에 있어 비효율 및 시행착오 발생 가능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Value Chain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기업과 중소
기업, 산학연 등의 협력에 있어 새로운 질서와 규칙이 생길 것으로 예상
- 기존처럼 협약식, MOU체결 등으로만 협업을 하는 행태보다는 이제는 협업의 주체 즉,
대상(참여자)에 대해서 특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처럼 협업, 융합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정해야 하고, 단순히 모아놓는 것이 아닌 혁신
이면 혁신, 기술개발이면 기술개발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에서는 관할 지역으로의 투자 및 지원에 관심·집중도가 높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서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오히려 투자 규모가 작더라도 글로벌 협업
또는, 융합형 사업을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함

【패널F】
○ 지역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니고 있는 권한을 이양해주면 지역 문제 현
안 해결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도구가‘지역R&D’라고 판단됨
- ‘지역 R&D’를 재정의 하면, 사실 지역에서 수행되었다고 해서 지역자원이 아닌 그
결과물이 지역 내 성과로 이어져서 빛을 발하였을 때 진정한 지역 R&D라고 생각
-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는 지방보다는 정부 책임 비중이 더 높다고 사료되며, 부
산의 기업 이탈 현상은 정부가 수도권과 똑같은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
- 이제는 지역이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권한을 넘겨주어야 하며, 중앙정부
도 책임감을 좀 덜고 지역과 함께 분담할 수 있기를 희망함

【패널G】
○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은 각 대학의 에너지신산업 분야와 미래운송기기 분야 각각
대과제부터 소과제까지 형성, 지자체가 전반적 사항을 설정하는 구조이기에 대학 중심
이라기보다는 기업, 혁신기관 등 주어진 네트워킹의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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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과제별 구축된 네트워킹을 가까이 들여다봤을 때, 기업에서 진정 원하는 니즈와 대
학에서의 이해 간에 격차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변
화가 필요, 즉 기업의 니즈를 바탕으로 과제들을 설정해가며 단계별로 발전되어야 함

【패널H】
○ 가치의 공유가 이루어지면 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만큼 리
더(Leader)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
- 융합을 위해서는 서로 한 곳에 모아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언어를 맞춰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역시 가치의 공유가 이루어지면 저절로 언어는 맞추어질 것
○‘상생’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제도인 구매 조건부 과제 경우, 개발된 기술을 무
조건 구매하게끔 하는 것이 아닌 구매 의향 수준에 그침.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미흡한
세부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제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상생구조를 만들어 주길
기대함

【패널I】
○ 당사의 경우 매주 2회씩 전부서장이 모여‘관점 일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동 목표, 현재 이슈, 그리고 기술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들을 함
께 공유해나가고 있으며 이는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성장한 것에 대한 바탕이 되었
다고 생각함
○ 기업 입장에서의 국책연구 과제 성공요인은 수요기업에서 요구하는 니즈를 정확히 파
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사의 경우도 정확한 니즈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하였기에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었음

【좌장】
○ 융합과 협력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며, 특히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과학기술에서는 더욱 중요
- 과거, 따라갈 때는 확실히 길이 있었으나 이제 맨 앞에 서고 보니 혼자 나가기는 벅찬
상황, 즉 힙을 합쳐서 함께 노를 저어야 할 때이며 융합과 협력을 절대적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음
○ ‘가치 공유’, ‘비전과 니즈 일체화’, ‘신뢰와 배려’, ‘지역의 자율성’ 등 말씀들을 해주셨
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아야 융합과 협력도 더 크게 나아갈 수 있을 것
- 결국, 중요한건‘문화’인데, 그 문화를 촉진하는 것이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며, 오늘 모임이 융합과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촉진시키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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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내 삶을 바꾸는 과학기술 정례 토론회]
1. 개요
□ 또 다른 위기 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넥스트노멀(Next Normal) 시대에 있어, 지금까지와
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R&D 혁신전략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
※ 제4회 토론회는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로 대체 진행

○ 주제 : 코로나 이후 Next Normal 대비, 연구성과 활용 극대화 전략
○ 일시 : 2021.1.27.(수) 14:00-16:30
○ 방식 : 화상회의 방식 토론회 진행 ‧ 녹화 후 업로드
○ 참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 대학, 협회, 기업 등 11인
<표 5-7> 제3차 토론회 진행순서
구분
인사말씀

주제발표

발표 및 토론자
개회사

비고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축사

김상선 원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제1

장석인 교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넥스트 노말, 연구성과 활
용전략: 과학기술과 산업의
접목과 기회모색

발제2

이상훈 교수 (한남대학교)

4차산업혁명, 비대면경제
대비 공동실증단지 구축의
가치와 정책적 시사점

발제3

성인제 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결과 및 함의

[좌장] 김도연 이사장 (울산공업학원)
김선교 부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토론 및
Q&A

석재진 부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패널토론

김경훈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회 주제 및
발제 내용 논의

김정열 상무 (딜로이트)
한형주 성과평가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발제 주요내용
넥스트 노말, 연구성과 활용전략 : 과학기술과 산업의 접목과 기회모색 (한국산업기술
대학교 장석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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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노멀 시대의 변화상
○ 소비자 구매 행동의 변화
- 코로나19 이전의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소비자 신뢰가 회복됨에 따라 소위 보복성 쇼핑
(revenge shopping]과 대기수요(pent-up demand]가 폭발적으로 증가, 경제 전반의 정상
화와 함께 대부분 산업 경기 회복 양상
- 이번 코로나19 경우, 펜데믹으로 인한 일부 국가의 봉쇄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
화·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소비 패턴 및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전환 및 비즈니스모델 혁신
-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 비대면 거래와 디지털 결제 등의 효용성
을 발견, 이는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 하는 계기
※최근 맥킨지사 글로벌 경영진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 5년에 걸쳐 진행을 예상했던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에는 불과 8주 만에 완료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응답

- 디지털전환 가속화는 다수의 기존 산업 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의 융합·연
계가 함께 일어나면서 신규 비즈니스창업과 함께 생산성 제고는 물론 4차 산업혁명을 더
빠른 속도로 진행시킬 것으로 전망
○ 의료혁신 본격화, 바이오혁명의 가속화 기대
- 과거 전통적인 전염병 백신 개발에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10여년이 걸리는데 반해 이
번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약 1년 내 개발 및 임상실험을 완료하고 바로 접종으로 이어
지는 혁신적 성과를 이룸
- 국내외 관계기관 간 효율적 협업 관행 마련에 따라 생체분자, 바이오시스템 ,바이오머
신, 바이오컴퓨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바이오혁명이 향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줌

[그림 5-9] 세계교역량 전개 양상 및 코로나19 이후 전망
출처: WTO & Financial Time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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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상당수 글로벌 기업이 기존 `저비용국가(LCC·Low Cost Country)`에서 유연성과 다양
성을 갖춘 `최적비용국가(BCC·Best Cost Country)`로의 전환 검토
- 기업들이 `넥스트쇼어링(next shoring)`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수요가 성장하는 선진 시
장 근처로 공장을 이전, 시장과 가까워지기 위한 지역화 현상 확대로 인력과 공장배치
방식의 변화도 예상

□ 넥스트노멀에서의 룬샷
○ 과학기술 혁신역량 및 기존 산업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룬샷발 신개념 접근방식
- (지식영역)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지식의 질적 수준 제고와 시장 및 사회의 활용을 고
려한 적합성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의 결과주의에서 벗어나 시스템 사고로 접근,
양적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연계영역)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및 창업 환경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모세의 함정
탈출 관점에서 정부 및 정부 R&D 사업단장(리더십)의 역할 재정립, 기존 모세에서 정
원사로 역할 전환 검토
- (시장 영역) 출연(연)과 대학의 혁신단위 조직별 룬샷(신사업)과 프랜차이즈(주력산업)간
균형 및 소통 여부를 확인하고, 룬샷이 효과적으로 기업의 혁신활동에 이전, 활용되고
있는 지 검토

4차산업혁명, 비대면경제 대비 공동실증단지 구축의 가치와 정책적 시사점: 해외 테스
트베드 클러스터 사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이상훈 교수)
□ 혁신클러스터 배경 및 이론
○ AI, IoT, Big Data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이들 기술들 간의 융·복합으
로 인해 미래 신산업 창출 가속화 전망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 및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를 만들고 가치창출 과정에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
○ 디지털 뉴딜정책을 발표하며 과학기술의 전략수립과 함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원천기술, 미래혁신기술이 실제 제품 연구개발에 연계·활용되는 사례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지역혁신체제(RIS)는 혁신과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중심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지역의
혁신주체들, 즉 기업, 연구기관, 대학, 정부, 공공기관 등이 지역의 제도적 환경을 통해
체계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학습하는 체계’를 의미
- 혁신클러스터는 지역혁신체제를 기반으로 산업클러스터, 혁신적클러스터, 혁신클러스터
로 개념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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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클러스터 내에서는 주체 간 지식 창출과 응용 가능
- 혁신주체 간 집적을 통해 혁신에 필요한 암묵지(Tacit Knowledge)의 공유·확산 가능
- 거리비용의 단축 등 집적에서 오는 규모의 경제 효과 가능
- 네트워킹을 통한 학습으로 지식의 창출과 효과에 있어 네트워크 외부효과인 시너지가
발생하는 눈덩이효과 발생

□ 해외 테스트베드 클러스터 운영사례
○ (미국) 민-관 파트너십(Public-Private-Partnership, 이하PPP) 형태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험/실증형 사업 수행
- 혁신기술 창출, 보급 및 확산 촉진을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 인력, 장비 등
공유를 바탕으로 혁신생태계 내 각 주체들을 연결하는 것에 초점
♣ NASA Space Tech Public-Private Partnership (음영박스)
- 기술실증과업(TDM, Technology Demonstration Missions)은 NASA에서 우주항공기술과
관련 혁신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기술실증 프로그램
- Marchall Space Flight Center(Huntsville, Alabama 소재)에 있는 NASA 기술실증과업 프
로그램 사무소(TDM program office)가 전국의 NASA센터 및 산업관계자가 수행하는 기
술실증 비행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를 관리

[그림 5-10] 2018-2019 주요TDM 프로그램
출처: : EXPLORE SPACE TECH, STMD FY 2021 NAC TI&E Briefi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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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예테보리(Gothenburg)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의 테스트베드 및 실증단
지 사업 수행
*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에서 1위를 차지한 예테보리시는 세계적 기업
(Ericsson, Volvo Group, AstraZeneca 등), 학술기관들이 모여 있는 산업연구중심지

- 건설, 운송 및 물류, ICT산업, 자동차, 창의 및 문화산업, 생명과학 및 청정기술 분야의
클러스터 형성 (고용규모 54만명, 12만여 개의 시설인프라 보유)
- 60여개의 테스트베드와 유명대학 및 3개의 대표사이언스파크 소재, 협업친화적인 환경
을 제공하며 대규모 지식 집약적 기업과 민간, 공공 및 학술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지원
○ (영국) 런던의 Smarter London Together는 도시데이터와 디지털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
용한 런던의 세계적 스마트도시계획
- 개인정보와 보안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바탕으로 AI와 같은 신기술과 아이디어들이 개
발되고 세계로 확장되는 글로벌 테스트베드 도시
- (빅데이터 활용, 도시문제 해결형 사업 발굴) 공공서비스 개선 및 공공기반시설의 수요
모델링, 대기질 모니터링 기술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 런던 교통 네트워크 운영 및 트
랙 기록 관리, 사고예방 및 범죄대처 지능화
- (퀸엘리자베스 올림픽공원의 테스트베드화) 스마트데이터, 지속가능성 및 커뮤니티 구
축에 있어 새로운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개발

□ 4차산업혁명, 비대면경제 대비 지역기반 공동실증단지 조성방안
○ 명확한 비전과 목표,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 수립으로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제공
○ 공동 실증연구단지 거버넌스 구축, 핵심운영조직을 바탕으로 체계적 운영과 혁신주체들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실증단지 설계 및 실행
○ 정부(주정부,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들이 중요한 역할과 기능
을 수행하며 협력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구축
○ 공공-민간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실험/실증형PPP), 공공은 재원조달 및 프로그램
설계, 민간은 앵커기업(또는, 종자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기술개발 실증 초점

과학기술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결과 및 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인제 사무관)
□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개요
○ ‘우수성과 100선 선정’ 15년을 맞아, 과거에 선정된 우수성과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
는지 심층 조사·분석
- (홍보)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R&D 투자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 홍보 (우수사례 10선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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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우수성과 100선 선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과제 373건 대상 조사

[그림 5-11] 우수성과 100선 추적조사 추진절차

□ 연구성과 확산 성공요인
○ 끊임없는 외부환경(시장) 대응, 관련 주체 간 소통과 상호보완 노력 결과
- (외부환경 대응노력) 수요를 고려한 R&D기획 및 지속적 기술개선, 경쟁기술 및 대체기
술과의 기술적 경쟁력 우위, 연구자 본인의 기업가 정신과 의지
- (외부적 지원요인) 기술이전 기업의 사업화 의지 및 노력, 연구지원 서비스(사업화 컨설
팅, 특허서비스 등), 실용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조와 규제개선

□ 연구성과 확산 장애요인
○ 상대적으로 성과확산이 저조한 이유는 주로 시장환경 대응 실패(요구기술의 변화 및
시장 미성숙) 및 후속연구·시장진입 자금부족 다수
○ 그 외 연구자 부서변경, 중소기업 기술이전 시 협업 어려움, 협력업체 도산, 정부정책
변화, 규제, 정부 관심 소외 등 다양한 애로사항 혼재
○ 상위 학자 그룹 중에도, 본인의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지 않고 직접 창업하려는 의
지를 가진 경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존재

□ 추적조사 방법적 한계
○ 기존 조사는 정량적 성과관리·수집에 집중되어 있어 국민 체감이 어려움
- 통계자료만으로 국민이 R&D 투자 대비 성과를 납득하기에는 부족, 과제 종료 5년 간
조사 이후 성과 파악이 곤란한 반면 국민성과 체감은 긴 시간 소요
○ 연구성과 확산경로·파급효과를 장기적으로 축적하는 체계 부족

• • • 251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 시간의 경과, 과제종료 등으로 연구자도 성과의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모를 수 있음
- 중복과제 회피를 목적으로 유사 과제명 지양, 현재 수행중인 과제 성과 부각에 집중
○ 종료 후 성과 추적조사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 추적조사 참여 인센티브가 없어 인터뷰 섭외, 자료제출 등 연구자 협조를 이끌어 내기
어려움
○ 우수성과에서 대형 성과창출·확산 시, 정부 R&D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기여도
파악 곤란
- 정부R&D가 마중물이 되어 기업성과 창출에 기여해도 관련정보를 증빙하기 어려움

3. 패널토론 요지
【패널A】
○ 연구개발 성과창출은 결국 성과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성과평가 체계도
촘촘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단기성과 중심적인 것이 다소 아쉬움
○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의 성과 수치를 살펴봐도 논문,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양
적인 성과는 오히려 높아졌으나, 룬샷적인 성과측면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의 공공기술 사업화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수요중심의 시장주도형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신시장을 직접 창출할 수 있는 R&D 기획이 필요

【패널B】
○ 코로나19에 있어서의 공동 대응 및 회복의 방향은 향후 30년 동안 지속될 기후중립을 위
한 방향, 즉 ‘녹색회복’이라고 생각하며 2050기후중립의 목표와 실제의 간극을 줄이기 위
해서는 과학기술 R&D의 역할이 매우 중요
○ 과거의 룬샷은 혁신생태계 룬샷, 현재의 룬샷은 IT기반 기술, 미래의 룬샷은 범용기술
을 활용한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
○ 추격이 아닌 퍼스트무버로서의 체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R&D 기획에 대한
집중을 보다 강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이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필요

【패널C】
○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 주요의제인 ‘Great Reset’*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
* COVID-19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경제, 그리고 사회시스템 전반의 완전한 개혁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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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째,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시장, 즉 기존의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로의 전환
- 둘 째, 최근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ESG, 즉 평등과 지속가능성을 추가하는 투자
- 셋 째, 공공재 지원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 ‘Great Reset’의 방향성을 연구성과 활용 전략 관점에서 보면 R&D의 성과가 이해관계자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R&D 과정에 있어 평등과 지속가능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인
공지능, 데이터 등 기술기반 R&D의 시대적 변화 요구 수용이 필요
○ ‘Great Reset’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WEF가 제언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T)의 최
근 핵심기술은 사실상 인공지능(AI)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
한 많은 투자에 비하여 상용화가 저조한 편임. 따라서 R&D 관점에서 기술개발에만 초점
을 맞추는 것이 아닌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범위에서 R&D 방향이 진행
될 필요가 있음

【패널D】
○ 연구성과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신규서비스, 신규영역,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등 미래
수요창출을 위한 R&D개발이 필요하며, 물론 원천기술개발도 중요하기는 하나 격변하는
시대이니만큼 응용연구개발쪽으로의 보다 높은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
○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 데이터 플랫폼이 중요하며, 부처별, 산업별 등으로
분산 관리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연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해관계자(기업, 기관, 대
학 등)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연구과제의 범위 및 분야 등 양적인 성과는 가히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질적 성과
는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장치나 솔루션이 절실히 필요

【패널E】
○ (미래수요창출 R&D) 미래수요창출 R&D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가 중요하
며 주로 이를 담당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획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평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
○ (연구성과 데이터 플랫폼) 산업분류체계와 과학기술분류체계 간의 매칭이 여간 어려운 편
이나 공통적인 키워드로 연결을 시켜 R&D 데이터 관리의 분산을 해소하는 등 다각도
측면에서 고민 중.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성과(논문, 특허, 표준,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등 10가지)를 관리하는 전담기관들이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간의 연
계를 통해 성과정보를 공유·활용·확산하고자 함
○ (질적 성과 제고) 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없앨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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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취지
를 ‘자율’과 ‘책임’으로 정함. 각 부처의 과제평가를 상위평가가 아닌 자체평가로 전환*함
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하고, NTIS 상에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통한 자율
적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
* 규모가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경우는 혁신본부에서 특정평가를 시행

【패널F】
○ 최근 과학기술분야로의 예산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우수성과사례 대국민 홍보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추적조사를 착수하게 된 배경도 있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분야별 굵직한 대표 우수성과 사례 홍보를 통해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 노
력하고자 함

【패널G】
○ 현재 R&D의 아이디어적인 창출 과정부문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며, 다만 개발된 기
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연구자 중심의 리더십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
○ 우리나라 주요부처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룬샷 컨셉의 굵직한 R&D 프로젝트들을 들
여다보면, 전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에는 해당 시장을 잘 아는 민간 전문가이지만, 정
착 하위 단위의 사업단에서는 아직 연구자 중심의 R&D 단장들이 운영하는 구조인 경우
가 많음. 따라서 이러한 세부 조직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 향상에 대한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

【좌장】
○ 팬데믹이라는 것이 문명사적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은 적이 없으며 종래 해오던 관성대로
움직이는 것은 지양해야 함. 14세기 중반 페스트로 인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르네상
스 시대가 열렸으며, 100년 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평
화로의 시대전환이 이루어짐
○ 이번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작게는 연구성과 활용부터 크게는 과학기술 R&D 전반에까지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들, 즉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며,
오늘의 회의와 같이 조그마한 의견들이 지속 모이다보면 큰 흐름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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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붙임1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1~2025) (안)

공 개

의안번호
심

제 1 호

의

2021. 2. 25.

연 월 일

(제 14 회)

심
의
사
항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1~2025) (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제출 연월일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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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 「제4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2021~2025)(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향후 5년 간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방향과
방법, 성과정보 활용 체계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하여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및 시사점
【역대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주요 성과】
ㅇ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연구성과 유형별 분류체계와 관리기준 마련
- 성과별 전담기관 지정, 연구성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
으로 시스템 간 연계, 고도화 등 개선을 추진
ㅇ 활용지향적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기획 시 시장수요반영, 특허활용 지원,
자유공모 과제를 확대하여 ‘창출-관리 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 노력 지속
- 과제기획 시 IP획득전략 반영, 단절 없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기술정보 NTB등록 의무화, 부처 협업 활성화, 무상기술나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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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화를 통한 성과활용을 위해 창업지원, 기술이전 및 기술료
제도 정비, TLO와 전문인력, 기술금융 등 기술중개 역량을 강화
- 공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용실시 기준 명확화*,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규정 일원화**
* 기촉법 시행령 개정(’19.7) ** 출연금의 10%이상 보상토록 공동관리규정 개정 (’19.3)

【현황진단 및 시사점】
ㅇ 논문‧특허 등 관리‧활용 가능한 산출물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사
회문제해결 R&D 등이 지향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 비정형성
과를 국가연구개발성과로 인정하는데 한계
⇒ 삶의 질 제고, 시민참여, 연구의 파급효과 등 새롭게 창출되는 비정형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R&D성과 관리체계의 재검토 필요
ㅇ 정부R&D 기획 시 기업 수요의 적절한 반영이 미흡*하며,
창출된 성과활용 시에도 활용에 애로
* ‘기업수요가 반영됨’ 응답비율(연구성과관리활용 실태조사): (’16)30.7% → (’19)36.5%

ㅇ 평가 종료 후 중·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성과의 활용 현황 파
악이 어렵고, 성과활용 결과를 환류하는 체계가 미흡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수요-기획-성과창출-평가-성과관리‧활용-시
장‧사회 확산’으로 환류되는 전주기 순환구조가 작동될 필요
ㅇ 대부분 연구기관이 성과 관리‧활용 담당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
조직 보유비율이 감소하고, 타 부서에서 업무를 병행하는 사례 증가
ㅇ 연구성과 관리에 대한 연구현장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고, 자발적으로
성과를 관리‧활용할 유인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성과 관리 정착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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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등록, 성과관리, 성과활용 주체 간 연계가 약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제공에 한계
⇒ 연구기관 내 전담조직 내실화와 연구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성과관리·활용 체계가 필요하며, 법‧시스템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전문기관, 전담기관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점검 요구
□ 제4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목표 및 추진전략】
ㅇ (목표) 개방적인 연구성과 활용 생태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치 극대화
ㅇ (추진전략)

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구성과 관리체계 마련

②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③

수요자 중심 성과관리·활용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혁신

【중점추진과제】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ㅇ 개방 협력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정형 성과의 의미, 효
율적인 파악, 수집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관리 체계 고도화
ㅇ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 사회 문화적
성과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결과를 사업관리 및 정책결정에 환류
- 대형R&D사업은 사업관리 경과, 연구개발성과, 사업추진 효과 등
에 대한 ‘사업운영 성과백서‘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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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해결 R&D는 연구
성과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국민체감 제고
ㅇ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과학기술 경제 사회에 미친 효과와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연감’으로 발간
ㅇ 과제종료 후 등록한 성과도 후속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와 성과관리의 상호보완 강화
- 사업 종료 시 부처는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정보와 성과물에 대한 ‘성과
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성과 추적조사와 사업효과성 분석 실시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ㅇ 시장 수요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
실시, 상용화·실용화 사업은 수요기업이 참여 및 주도하는 추진방식 확대
ㅇ 우수성과에 대하여 후속연구 또는 기술성숙도 제고, 기술이전 사업화
까지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맞춤형 이어달리기 지원
ㅇ 로그인 없이 누구나 범부처의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는 ‘연구성과 정보’를 NTIS에 구축
ㅇ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수집 개방하고, 분야별
데이터 전문센터(바이오, 소재 등)와 연계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ㅇ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자-연구성과
정보를 연계한 직 간접적인 성과정보를 종합하여 관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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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성과 관리‧활용 주체 별 역량강화 지원
- 전담기관을 기존 성과 수집‧관리기관에서 수요자 맞춤형 성과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성과 큐레이터 기관으로 역량 강화 지원
- 전문기관이 기술수요 탐색‧발굴‧관리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획평
가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활용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
- 연구기관의 성과관리‧활용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연구지원체계평
가’를 통해 관련조직과 체계를 점검,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ㅇ 연구성과의 양도 및 전용실시 기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비율 등 연구성과 활용 동기를 고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의 (‘20.10.29.~11.3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사전검토 실시 (‘20.12.9.)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및 심의 (‘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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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2021~2025)

2021. 2.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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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개요
1

수립근거 및 범위

□ 근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 (법 제12조①)
□ 목적과 범위
ㅇ (목적)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성과평가법 제1조)
※ 동 기본계획은 창출된 성과의 관리‧활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성과 창출을
위한 R&D사업 기획 ‧평가, 기술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를 일부 포함

ㅇ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특허 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유 무형의 경제 사회 문화적 성과 대상 (연구성과평가법 제2조)

-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방향과 방법, 성과정보 활용 체계 구축,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반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주요내용
1.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의 기본방향
2. 특허, 논문, 표준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ㆍ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성과관리ㆍ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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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관리 체계
ㅇ 연구성과를 4가지 유형(기록물/성과물 및 성과물 정보/기술정보/성과통계)
으로 분류, 관리체계를 마련 (‘06, 제1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ㅇ ’08년부터 수집 관리 유통이 중요한 성과물* 중심으로 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연구성과 관리 활용 체계 구축 운영 (‘08~)
* ①논문 ②특허 ③보고서원문 ④연구시설·장비 ⑤기술요약정보 ⑥생명자원(생명정보/
10 표준(’20년 추가)
생물자원) ⑦화합물, ⑧소프트웨어(’14년 추가), ⑨신품종(’14년 추가), ◯

<연구성과 등록‧기탁 주체별 역할과 절차>

※ 과제관리‧평가 등의 목적으로 연구성과를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중복 등록‧기탁 불필요 (제3차 기본계획)

ㅇ 6개 성과항목*에 대한 ‘성과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08~, 매년)
* ①논문, ②특허, ③기술료, ④사업화, ⑤인력양성지원, ⑥연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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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
•분석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대상 과제에서 해당 조사연도에 발생한
성과
예) ’18년 성과는 ’18.1.1.- ’18.12.31.까지 발생한 성과를 의미
•분석기간: 대학, 정부출연(연), 기업 등이 획득한 최근 5년간의 연구개발
성과
예) ’18년 성과분석보고서 분석기간은 ’14년~’18년
•발간시기: 성과 검증을 거쳐 차년도 말 발간 (‘19년 보고서는 ’20년 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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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활용 형태
ㅇ 연구성과는 연구자, 기업, 정부 등 주체에 따라 다양한 활용 가능
<주체별 연구성과 활용 예시>
활용 주체
연구자
기업

활용하는 성과 유형

활용 형태

논문, 특허 등 지식,
시설‧장비, 데이터,
기술정보, 시설‧장비,
인력

후속연구, 융합 연구의 수행, 기술이전,
기술창업, 연구원 인센티브 배분

비고

공정개선, 기술이전, 제품화 등 사업화

성과물 및
성과정보
활용

정부
(전문기관)

성과통계

성과 창출요인 분석, 사업추진 및 기획에
환류, 투자전략 수립, 홍보

성과정보
활용

국민

과학기술 지식, 기술,
제품화

과학지식의 증진, 안전‧삶의 질 제고 등
과학기술의 체감

성과의
향유

- 연구기관(산 학 연)은 성과 창출자이자 활용자로서, 연구성과를 후속
연구, 사업화 등에 활용하며 성과물과 성과물 가치 등 성과에 대한
미시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필요
- 정부는 정책관점에서 연구성과 통계, 성과제고 요인 등 전반적이고
거시적인 분석결과를 후속 연구개발사업 기획 추진에 활용

◈ 동 기본계획의 목표는 연구기관 (산 학 연)의 연구성과 관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정보 관리 활용* 방향, 방법과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전략 2, 3에 반영)
◈ 성과정보를 정부R&D사업에 환류, 후속 기획에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체계 마련에 초점 (추진전략 1, 3에 반영)
* 현재 일부 연구성과 실물(화합물, 신품종, 생물자원, 시설 장비)을 관리
하여 분양, 공동활용 등의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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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본계획과의 관계

ㅇ 동 계획은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타 중 장기 기본계획과 연계됨
- 「과학기술기본계획」: 우수한 ‘연구성과’의 창출과 활용의 종합전
략 및 방법을 제시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통해 ‘연구성과’를 파악하고 평가 방향 제시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연구성과’인 기술을 수요자에게 이
전하고,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기술활용 관점에서 연계
- 「지식재산 기본계획」: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효과적인
보호, 활용 측면에서 연계
< 기본계획의 연구성과 관련 내용 >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18～’22)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21～’25)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20～’22)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17～’21)

과학적 지식탐구 및 창의‧도전적인 연구 진흥
기술혁신형 창업‧벤처 활성화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성과평가 정보 공개를 통한 책임성 확보
경제‧사회적 효과 중심의 평가 단계적 강화
데이터기반 정성평가 및 정보 활용‧축적 강화
시장 중심의 R&D 성과 창출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조성, 사업화 투자 확대
우수기술 기반 창업 촉진

연구성과 창출‧
활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연구개발 성과가치의
다양성 존중,
R&D효과 중심 평가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술이전 촉진 지원

양에서 질 중심의 IP창출로 전환

고품질 지식재산

민간중심의 IP거래‧금융‧서비스 산업 확충

창출과 사업화 활성화

• • • 269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3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

□ 성과관리 혁신 T/F 운영 (’20.1월~4월)
ㅇ 현재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의 현안, 한계와 대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성과관리활용 혁신방안 모색, 혁신방안(안) 도출
< 성과관리 혁신 T/F 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관리 분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성과관리 분과
(성과물 관리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립농업과학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화학연구원

성과활용 분과

교수, 연구자, 기업 등
연구성과활용 수요자로서
산 학 연 전문가

□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자문실시 (’20.4월)
ㅇ 성과관리 혁신 T/F에서 도출한 혁신방안(안)에 대한 연구현장과
전문가(과기자문위원, 교수, 기업대표 등) 검토를 통한 자문
□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20.7~9월)
ㅇ 성과관리 혁신방안(안)을 토대로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초안
방향 설정 및 추진전략, 주요내용 도출 및 자문
* 산 학 연 연구자, 연구관리자, 전문기관 등 성과관리 활용 전문가로 구성

□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20.9~11월)
ㅇ 과학기술 전문가 간담회(‘20.10.14), 연구현장 대상 정책 우선순위 설
문조사(‘20.10월), 부처 의견수렴(’20.11월)을 거쳐 기본계획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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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3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시사점
1

역대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 3대 추진 방향
<1> 전담기관을 통한 연구성과 수집 유통 체계를 마련, 연구성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연계, 고도화 등 개선을 추진
<2> 활용지향적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기획 시 시장수요반영, 특허활용 지원,
자유공모 과제를 확대하여 ‘창출-관리 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 노력 지속
<3> 사업화를 통한 성과활용을 위해 창업지원, 기술이전 및 기술료
제도 정비, TLO와 전문인력, 기술금융 등 기술중개 역량을 강화

제1차 기본계획 (’06~’10)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 구축

ㅇ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연구성과 관리기준 및 체계마련
-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 유형별 분류체계와 관리기준을 마련
- 성과별 전담기관 지정, 성과수집D/B 등 성과 수집·유통체계 정립
ㅇ ‘연구성과 종합관리시스템(NTIS 內)’을 구축, 통합검색시스템 제공
ㅇ 특허동향조사를 확대하고, 정부 주도로 연구성과 확산 지원정책
(기술지주회사 설립, TLO지원, 연구소기업 설립 등) 추진

ㅇ 연구성과 활용계획, 연구성과 활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연구
성과 활용실적 점검 및 환류체계 구축
ㅇ 선도TLO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성과 관리·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되 기술이전 관련규정을 일관성 있게 정비
⇨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나, 단기성과 위주의 평가, 성과 활용 저조,
전문인력 확보유인 미흡, 연구성과 확산 동기 미흡 등의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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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본계획 (’11~’15)

연구성과 창출, 관리·활용 선순환 체계 확립

ㅇ 중대형 과제기획 시 IP획득전략 반영, 연구성과 목표 관리제 도입
등 성과 활용을 고려한 연구의 사전기획 강화
ㅇ 시장성 지표 등 R&D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편, 연구성과 활용·
확산 예산목표제 도입, 우수 연구성과 추가 기술개발 등 지원 확대
ㅇ 중대형 연구책임자에 대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교육의무화, 성과활용·
확산 관련 인력확보 관련사항을 선도TLO사업평가, 기관평가에 반영
ㅇ NTIS 고도화 및 부처별 연구성과 시스템 간 연계·협업 추진, 기술
이전 기여자에 대한 기관별 배분실적 지속 점검
⇨ 성과의 정량/질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건당 기술료 등 경제성과 창출이
미흡하여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필요, 성과수집 관리체계 개선 필요

제3차 기본계획 (’16~’20)

성과활용 촉진, 성과창출 가속화,
규제 개선 및 정보개방·서비스 확대

ㅇ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R&D추진을 위한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국민이 기획,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 R&D체계 마련
ㅇ 단절 없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기술정보 NTB등록 의무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무상기술나눔 등 특허활용률 제고
ㅇ 역량 있는 TLO집중 육성, 산학융합지구 지정 확대 등 산학협력 강화
ㅇ 공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용실시 기준 명확화*, 기술확산에 이바지
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규정 일원화**
* 기촉법 시행령 개정(’19.7) ** 출연금지분의 10% 이상 보상토록 공동관리규정 개정 (’19.3)

⇨ 성과활용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성과관리 조직 지원 및 성과
관리 유인을 마련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성과관리 활용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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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 수요자 중심의 R&D 기획 및 추진 확대
ㅇ 수요자 중심 R&D 기획 강화를 위한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 자유공모형 품목지정 과제 비율 : (’13년) 33% → (’19년) 48.4%

ㅇ 국민이 기획,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 R&D체계 마련
※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 사업화 지원사업(‘19년 신규, ‘20년 예산 37억),
국민공감 국민참여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선도사업 (’20년 신규 45억)

□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적 성과창출 지원 강화
ㅇ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창의도전형 과제 지원 확대
※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 투자 지속 확대: (’17) 1.26조 원 → (’19) 1.71조 원

ㅇ 특허 출원·등록 건수 등 양적 성과지표 최소화 및 질적 성과지표
우선 적용 권고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19.11월)

□ 대학 출연(연) 기술사업화 지원체제 및 성과활용 기반조성
ㅇ 단절없는 기술이전 사업화체제 구축을 위한 창업 지원확대
※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등록현황: (’14) 61개→(’20) 1000개이상

ㅇ 기술혁신역량 취약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 인프라 조성
※ 산학융합지구 지정: (’15) 10개→(’19) 17개

□ 성과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공공기술의 사업화·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용실시 기준 명확화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9.7월)

ㅇ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규정 일원화
※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이상을 보상하도록 공동관리규정 개정 (’1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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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환경 변화

□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책임 및 국민의 기대 확대
ㅇ 연구개발투자 100조(정부+민간)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효율성 강화할 필요
※ R&D투자규모(정부+민간): (‘15) 66조→ (’16) 69조→ (‘17) 79조→ (’18) 86조→ (’19) 89조

ㅇ 비대면 기술, 치료제 개발, 재난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 정부연구개발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창출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개방성 증대
ㅇ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고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
※ 온라인 구매, 온라인 등교, 화상회의, 재택근무, 무인주문기기(KIOSK) 등

- 불확실성이 증대된 글로벌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며
혁신능력과 혁신의 속도가 기업 경쟁력임을 입증
ㅇ 과학기술의 수행도 공공 연구성과를 공개 공유하여 확산하고, 협력
하여 혁신을 가속화하는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방향으로 변화
※ IGI(Innovative Genomics institute)는 버클리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테스트 실험실을
구축하고, 실험실 구축 관련 경험과 지식, 코로나19에 대한 연구 정보를 공유

□ 자율과 책임, 연계와 효율 중심의 행정 요구
ㅇ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방향*과,
성과중심 R&D관리 측면에서 연구성과에 대한 관리 활용 요구 증대
* 부처별 소관 R&D사업 중간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에 대한 혁신본부의 상위평가 폐지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 ’20.8월 수립)

ㅇ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등 R&D관련 주요 법 제도 시스템 선진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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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체계의 한계와 시사점

□ 관리대상으로서 연구성과 범위 재정립 문제 제시
ㅇ 논문‧특허 등 관리‧활용 가능한 산출물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사회
문제해결 R&D 등이 지향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 비정형성과를
국가연구개발성과로 인정하는데 한계
* 국민행복증진, 국격제고, 시민참여, 국민체감 등의 비가시적인 가치

ㅇ 4차 산업혁명, 개방형 혁신에 적합하고 선도형 R&D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 관리 활용 체계 필요
삶의 질 제고, 시민참여, 연구의 파급효과 등 새롭게 창출되는 비정형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R&D성과 관리체계의 재검토 필요

□ 연구개발 전주기 관점의 연계 및 환류 미흡
ㅇ 정부R&D 기획 시 기업 수요의 적절한 반영이 미흡*하며, 창출된
성과활용 시에도 활용에 애로
* ‘기업수요가 반영됨’ 응답비율(연구성과관리활용 실태조사): (’16)30.7% → (’19)36.5%

ㅇ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가 성과 발생현황을 파악하는 목적에 그쳐,
성과의 상세한 정보 제공이나 활용에 한계
- 평가 종료 후에는 중·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성과활용 현황 파악이
어렵고, 성과활용 결과를 환류하는 체계가 미흡
ㅇ 정책은 사업으로 실행되고, 사업은 과제로 나뉘어 수행되면서 과제
성과의 합(논문, 특허, 기술 등)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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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관리‧활용 체계와 관리‧활용 결과, 성과창출/미흡 원인 등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 환류하는 구조가 약함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시장수요 - 기획 - 성과창출 - 평가 - 성과관리‧활용
- 시장‧사회 확산’으로 환류되는 개방형 전주기 순환구조가 작동될 필요

□ 성과 관리‧활용 주체별 역량 강화 필요
ㅇ 대부분 연구기관이 성과 관리‧활용 담당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
조직 보유비율이 감소하고, 타 부서에서 업무를 병행하는 비율도 증가*
* 성과관리‧활용업무 담당조직 형태: 전담조직 보유 (’16)66.7% → (’19)56.7%
타부서 병행 (’16)29.5% → (’19)39.4%

ㅇ 연구성과 관리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고*, 자발적
으로 성과를 관리‧활용할 유인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성과 관리 정착에 애로
*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도 인지율 : (’16)47.7% → (’19)49.5%

ㅇ 전문기관, 전담기관*이 성과제고 관점의 R&D 사업 기획, 성과
관리‧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 전문기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관리 전문기관
전담기관: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지정된 연구성과 등록·기탁 기관

ㅇ 성과등록, 성과관리, 성과활용 주체 간 연계가 약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제공에 한계
연구기관 내 전담조직 내실화와 연구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성과관리·활용 체계가 필요하며, 법‧시스템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전문기관, 전담기관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점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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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참고2

첨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설문개요: 연구자(공공기관, 기업), 연구관리자 등 연구관계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20.10월), 응답수 490명

□ 연구성과 관리 활용에 대한 인식
◈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중 체감되는 성과는 창의‧도전형 기초연구 확대
(76%) 및 산학협력 인프라 조성(51.4%)으로 응답
◈ 성과관리‧활용 역량에 대해 성과관리는 잘 되고 있으나 성과활용은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41.8%)
-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연구성과 활용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47.6%), 차별화된 서비스 부족(41.3%) 응답
< 제3차 기본계획 중 체감되는 성과 >

< 연구성과 관리‧활용 역량 인식 >

<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 저해 요인 >

(단위:%, 복수응답)

(단위:%)

(단위:%,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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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관리 활용 개선 방향
◈ 향후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는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46.7%), 다양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인프라 고도화로 응답
- 생태계 혁신을 위한 과제로는 활용가능성 높은 성과를 위한 R&D기획에 다수 응답
◈ 성과관리‧활용 강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 주체로는 연구
기관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조직(55.1%)에 가장 많은 응답
< 연구성과 관리‧활용 정책 방향 우선순위 >

< 생태계 혁신을 위해 중요한 추진과제 >

< 연구성과 관리‧활용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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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단위:%, 복수응답)

(단위:%, 복수응답)

별

참고3

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성과 추이('14~'19)

□ (SCIE 논문) 논문의 양적 성장과 함께 1편당 피인용 수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질적 지표도 증가
□ (특허) 국내 및 해외 등록 특허 건수의 지속적 증가
□ (기술이전‧사업화) 사업화, 기술료는 증가 추세이나 건당 기술료는 정체
< 주요 R&D성과 추이 >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35,330

35,849

37,385 39,032

0.58

0.66

0.69

61.92

63.02

63.54

∘국내 등록

15,193

14,975

∘해외 등록

1,670

1,891

∘논문 수
SCIE ∘1편당 피인용수
(당해연도)
논문*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특허

사업화

2019

41,143

41,903

0.73

0.81

1.00**

64.01

63.83

65.17

16,670 19,641

19,200

20,210

2,151

2,347

2,246

∘기술보유자의
18,216
직접사업화 건수

15,987

24,580

29,017 23,068

25,734

∘기술이전 건수

2,989

4,101

3,445

3,977

3,087

21,205

20,088

28,025

32,994 26,171

계

기술료

2018

2,121

2017

3,103

28,821

∘기술료 징수(A)
(건수)

6,885

7,372

8,865

8,951

9,029

8,858

∘기술료 징수액(B)
(억원)

2,311

3,169

2,664

2,401

2,892

2,581

∘건당 기술료(B/A)
(억원)

0.34

0.43

0.30

0.27

0.32

0.29

※ 출처: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분석보고서 (매년 말 발간)
* Clarivate(社)에서 SCI와 SCIE 통합 발표, SCIE로 명칭 통일
** ’19년부터 1편당 피인용수는 최근 3년간 피인용수로 지표 보완
*** 순위보정영향력지수(mrnIF) :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학문 분야 내 Impact
Factor 순위를 0～100점으로 표준화, 점수가 높을수록 영향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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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9대 연구성과 등록‧활용 현황

□ 국가R&D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연구
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운영(‘08~현재)
※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등록‧기탁 성과 현황 (’21.1월 기준)

성과물 활용 현황

연구성과

전담기관

누적
등록‧기탁수

구분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55,917

논문 조회건수

특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69,808

특허등록
정보제공건수

보고서
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시설‧
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69,357

기술요약
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91,213

소프트
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생명정보

189,771 보고서 조회건수

34,980
(저작권)

2,454
(기술상세정보)

570,36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
신품종

화합물

1,819,816
국립농업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

266

487,940

2018

SW등록부
정보 열람

2020

1,867,671 3,525,909 5,818,150
19,641

19,200

797,832

914,378 1,399,737

연구시설‧장비
66.8%
공동활용 허용률
기술요약정보
조회건수

2019

66.5%

20,210

65.5%

1,218,380 1,669,477 2,018,813
540

538

801

SW정보
다운로드건수

3,999

5,224

5,843

생물자원
분양건수

999

1,251

2,996

신품종
유전자원분양

642

626

700

화합물
반출건수
화합물 활용
신규 과제 건수

253,514 239,034 479,332
66

97

105

※ ‘신품종’, ‘소프트웨어’ 전담기관 ’14.11월 지정, 그 외 ’08년 지정. 연구성과평가법
개정(’20.12월 시행)으로 성과로 추가된 ‘표준’의 전담기관을 ’20.12월 지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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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해외 주요국 동향

(미국)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체계 강화
▪ 연구상업화(Lab-to-Market)*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창출된 성과의
상업화를 연구기관의 기본 책임으로 규정(기술이전 조직 설치 및 지속관리
의무화)하고 주요 과학기술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
* 미국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의 관리 의제로 ‘Lab-to-Market’ 정책을 통한 연방 투자 기술
이전 활성화를 범기관 우선 목표 중 하나로서 설정

▪ i-Edison 시스템을 통해 연방R&D 연구성과를 일반에게 공개, 상업화 추진
※ 2020년 기준 30곳 이상의 연방정부기관에서 이용 중이며 발명, 특허, 실용화정보 대상

(EU) 혁신을 위한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강화
▪ EU 집행위는 ‘Horizon Europe’(2021-2027) 사업을 통한 연구개발혁신을
목표로 3대 중점과제* 설정, 약 940억 유로 투입
* ①오픈 사이언스, ②글로벌 과제 해결 및 산업경쟁력 강화, ③오픈 이노베이션, 이외에
도 유럽 단일 연구공간 강화 프로그램 운영 예정

▪ EU 경쟁력위원회는 공적자금이 포함된 과학 출판물의 무료공개 결정(’16.5)
※ 참여국 및 시기 : EU 회원국(28개국), 2020년

▪ EU ‘Horizon 2020’ 연구성과의 오픈액세스 저널 또는 오픈액세스 디지털 서고
수록 의무화 및 오픈액세스 저널 투고 시 논문투고 비용 지원

(일본) 자율적인 R&D 성과정보 공개 및 활용체계 구축
▪ National Institutional Repositories Program을 통해 대학별 논문, 기술보고서
등을 자율적으로 아카이브(JAIRO)화하고 대중에 공개
▪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오픈액세스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인프라
시스템을 운영하여 R&D 성과의 공개와 활용 토대 강화
※ 대표적으로 성과 간 상호연계 지원하는 ‘J-GLOBAL’, 서지정보를 공개하는 ‘J-STAGE’, 생명과
학정보를 공개하는 ‘NBDC’가 있음

(중국) 연구성과 활용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추진
▪ 「사업기관 국유자산 관리 잠정방법」을 개정(’19.4)하여 과학기술성과 이전
가속화를 위한 혁신 정책을 제시
※ 과학기술성과 이전 수입을 연구기관에 귀속하고, 과학기술성과의 양도･라이센싱･가치투
자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담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 연구자 주도의 성과확산을 위해 성과 이전 시 세금감면 혜택 및 국가과학
기술 성과이전 시범 지역 구축 추진
※ 과학기술성과 이전 시 개인소득세 50% 감면 및 연구자 자주권 확대, 광동성, 쓰촨성,
지린성 등에 국가과학기술 성과이전 시범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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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4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

목표

개방적인 연구성과 활용 생태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치 극대화
【1】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구성과 관리체계 마련

추진
전략

【2】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3】수요자 중심 성과관리·활용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혁신

【1】다양한 연구성과의
연구성과 관리 체계 마련
연구성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연구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활용
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

【2】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혁신 생태계 구축
추
진
과
제

수요기반의 전략적 R&D기획 추진
공공연구성과 이어달리기 및 사업화 지원
연구성과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확대

【3】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성 강화
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10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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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연구성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ㅇ 개방 협력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정형 성과를 인정하기 위해
R&D성과 개념과 범위를 유연하게 운영
- 사업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제시하는 연구과정과 연구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과*를 발굴
* 연구노트, 연구과정 중 발생하는 모델, 연구데이터, 학술대회 발표 등 유·무형의
성과와 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결와 과학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

- 다양한 성과의 의미를 파악하는 등 연구성과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
ㅇ 국가R&D사업유형과 기술특성을 고려한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 추진
- 연구성과 관리, 공동활용, 성과정보의 공개 및 연계, 추가연구개발
등의 활동을 조사 분석하도록 효과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마련
- 연구기관은 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부처는 ‘성과활
용보고서’ 등을 통해 추적조사 실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연구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활용
ㅇ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 사회 문화적 성과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결과를 사업관리 및 정책결정에 환류
- 논문, 특허, 기술 등 ‘과학기술적 성과’는 사회·경제적 성과로 확산되어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호 또는 적극 활용·확산 지원
- R&D의 ‘경제 사회적 성과’ 분석결과는 후속 사업 기획, 정책
수립, 제도개선에 환류하여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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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형R&D사업*은 사업관리 경과, 연구개발성과, 사업추진 효과 등에
대한 ‘사업운영 성과백서‘를 발간 (효과성 분석보고서를 갈음)
- 사업성과에 대한 다면적 분석결과를 기록 축적 공유하여 후속
사업 기획, 관련분야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 R&D예타 사전공론화 대상인 대형·장기(1조원, 사업기간6년) 사업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적 중요사업 가운데 부처합의를 거쳐 대상 선정

ㅇ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해결 R&D는 연구성과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국민체감 제고
- 사회문제해결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과 성과를 공개하여 참여를 제고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검증 시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직접 선택하는 온라인 투표 등 절차 도입 (’20~)
ㅇ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과학기술 경제 사회에 미친 효과와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 연감’으로 발간
< 연구개발성과 연감 내용 (예시) >
유형
①사례중심의
대표 연구성과, 사업
추적조사 우수사례

예시

분석‧제시 형태

주기

▪원천기술, 기술이전‧사업화, 구체적인 기술, 제품 등
우수제품 수출 등
성과내용 중심으로 이해
▪부처의 우수성과 100선 하기 쉽게 제공

1년

▪성과 조사분석 등
②과학‧기술‧경제적 정
연구개발 관련 주요
▪논문, 특허, 매출액, 사업화
통계와 변화양상 제시
량성과(통계)
실적, 인력고용 등 통계

1년

284 • • •

③R&D를 통한
국가역량 제고 성과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IMD 국가경쟁력평가
▪WEF 국가경쟁력

혁신역량 등 국가경쟁력
평가요소와 결과 등
분석결과를 정리‧제시

④요소생산성 향상 등
경제성장 기여 성과

▪R&D투자의
경제성장 5년 주기로 정책연구를
10년
기여도, 생산성, 파급 실시, R&D투자의 경제
이내
효과 분석
성장 기여도 제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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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
ㅇ 사업유형 별, 연구과정 중 발생하는 연구성과 파악 및 관리 제도화
- ‘사업유형-성과지표-성과평가-성과관리’를 연계하여 사업특성 별
성과관리의 일관성을 제고토록 ‘표준성과지표 안내서’ 보완‧개정
- 성과정보 등록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고서 서식과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과제평가 시 제출된 성과를 수집
- 과제종료 후 등록한 성과도 후속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와 성과관리의 상호보완 강화
ㅇ 사업 추진 시 목적과 유형을 고려한 추진전략, 예상성과, 성과관리
확산 전략 등을 포함한 전략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성과 관리 강화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旣 수립(’20.8)

ㅇ 사업 종료 시 부처는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정보와 성과물에 대한 ‘성과
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성과 추적조사와 사업효과성 분석 실시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및 연구지원기준 등을 통해 성과관리 지침을 제시하고,
연구지원체계평가,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점검

- 연구성과 추적조사를 통해 사업의 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효과성 분석보고서’를 발간(종료 후 5년 이내)하고 NTIS를 통해 공개
< 사업 및 과제 진행 단계별/주체별 작성 서류 >
주체

단계

각 부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주체

사업기획

사업 진행

사업종료

종료 후
5년 이내

기획보고서

사업
중간평가
보고서

최종보고서

효과성
분석
보고서

(예산 확정 전)
(예산 확정 후)

(공개)

(성과관리
활용계획서 포함)
(공개)

(점검)

(필요시 특정평가 실시)

(점검)

전략계획서

단계

연구자

-

과제공모
-

과제수행

-

과제종료

연구계획서,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협약서
단계보고서

(공개)

(점검)

부처 요청 시
성과활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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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수요기반의 전략적 R&D 기획 추진
ㅇ R&D사업 기획 시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 및 내부 역량분석 기반 마련
※ 중소기업‧대기업‧국민 등 기술수요조사 기반의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등

ㅇ 상용화·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시장
수요기업과 국민이 참여, 주도하는 추진방식 확대
※ 예시 : 국가R&D사업 신규과제의 20%, 소재·부품·장비 신규 과제의 60% 이상을
수요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대형 통합형 과제로 추진, 일반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술개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자유토의(재밍)’ 등 활용

ㅇ 기획 시 성과창출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패키지형
R&D투자플랫폼(R&D PIE)*’을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 빅데이터 기반으로 기술 분야별 ‘기술+인력양성+제도개선+주요정책’ 등에 대한
투자 정보와 해당분야의 연구적, 기술적, 산업적 특성을 제공.
현재 혁신성장,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총 20개 분야 구축

ㅇ 사업화 유망 핵심특허를 발굴하고 R&D 기획방향과 우수특허 창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IP R&D 분석 확대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개발 관련 과제에 IP-R&D를 적용하여 우수특허 창출 촉진

ㅇ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주제선정
과정에 국민 의견수렴을 확대하여 사회 수요반영* 강화
* R&D 국민평가단, 시민포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술수요 사전조사,
과제선정, 사업평가에 국민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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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성과 이어달리기 및 사업화 지원
ㅇ (부처간 이어달리기) 우수성과*에 대하여 후속연구 또는 기술성숙도
제고,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 추진
* 각 부처에서 추천한 성과 중 전문가 검증, 부처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공동 선정

- 지원대상 발굴·선정 및 전략수립을 위한 부처·관계기관 등 ‘R&D
성과 이어달리기 협의회’를 운영하여 이어달리기 체계 활성화
※ 성과 별 맞춤형 이어달리기 전략을 수립 지원하고, 노하우 공유 등 지속 협업

- 「R&D 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공통운영 기준(가칭)」을 마련하여, R&D
및 非R&D(인증, 규제, 정책 등) 관계부처에 적용, 지원 근거 마련
ㅇ (전문기관 협업) 기초 원천연구성과 창출 활용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간 성과공유 및 전후방 성과확산 지원체계 구축

- 연구성과 정보공유 정례화 및 성과검증을 통해 발굴된 우수성과의
사업화 기획(맞춤형 컨설팅, 후속사업 연계 등) 지원
ㅇ (상용화 지원) 공공연구성과의 상용화를 위해 부처별로 지원방식을
다각화(민간매칭, 중개연구, 시험/인증 지원 등) 한 사업 추진
- 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릿지(Tech-bridge)를 활용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핵심기술의 민간이전과 상용화를 위한 중소기업 후속R&D 지원
※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20~’27년, 총 2,525억원 내외)

- R&D를 통해 창출된 성과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상용화 과제 사업화 지원 (TRL 5~6단계 초과)
※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 (’21년 신규추진)

- 수요-공급 간극(Gap) 극복에 필요한 5개 지원수단을 모듈화 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중개연구 모듈*’ 패키지 구성 지원
* 5대 모듈: 후속연구개발, 테스트 시험/인증, 사업화 자금, 네트워크, 기타(기술전수 등)
※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R&D 지원 (’21년 신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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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지역 현안에 대해 지자체 주도 기획(Bottom-up) 및 공공기술을
활용한 지역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신산업 창출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내 ‘R&D혁신밸리 육성’ 지원 (’21년 91억원)

ㅇ (초기 수요창출) 국가R&D로 개발된 제품을 공공기관 수요와 연계,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 혁신성이 인정된 국가R&D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 혁신조달연계형 신기술 사업화(’21년 109억원),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지원(’21년 90억원) 등

ㅇ (사업화 펀드)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전용 펀드
및 외부기술 도입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펀드 확대
※ 기술지주회사 펀드 : (’20년 기준, 누적) 1,500억원
기술사업화(디지털산업혁신) 펀드 : (’20~’24년까지) 4,000억원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기업 대상 전용펀드 : (’21~’24년까지) 800억원

ㅇ (정부납부 기술료 정비) 정액기술료 폐지* 및 납부에 관한 범부처 공통기
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성과 실시에 대한 기술료 납부 부담 경감
* 기술료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 일부를 납부하도록 제정(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②, ’21.1.1.시행)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기준 변경(안)>
납부 한도
현행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기술료
대기업 40%
정액

납부기준
개선
폐지

현행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개선
폐지

착수기본료 폐지.
부처별
경상 정부연구비 범위 내 동일요율 적용 착수기본료, 매출액에 부처별 동일요율 적용
기술료 부처별 기술료 요율 적용 (중소기업 10% 부처별 기술료 요율 적용
(중소기업 5%
(기
업
규
모
에
따
라
~48%
이
내
)
중견기업 20% (기업규모에 따라 5%이내)
중견기업 10%
요율
대기업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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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업지원) 연구소기업을 ‘스타트업(역량강화, 시제품제작)’, ‘시장검증(경영
활동 지원)’, ‘도약(출구전략 컨설팅)’ 등으로 구분하여 성장단계별 지원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21년 1,419억원)

연구성과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ㅇ 상품분류, 과학 산업기술분류로 기술정보를 재분류 (Index)하여,
기술확산 활용 주체인 기업의 수요 기술 접근성 제고
- 키워드의 영문화(병용)를 추진, 해외 수요자 대상 정보 공급 확대
ㅇ 국가기술은행(NTB)을 통해 신산업 분야 참조표준* 데이터 수집
정보, 시험평가·인증 데이터** 제공
* 측정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全분야에서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인된 자료
** 완제품 및 소재‧부품‧장비의 성능‧안전‧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인증 과정에
서 생산된 특성값, 이미지, 시계열 데이터 등의 비정형 산업기술 데이터

ㅇ NTIS 고도화 및 통합 연구지원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국가R&D
성과정보 기반 분석서비스 제공
*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단일화·표준화·고도화된 국가R&D 과제 정보를 NTIS에 제공

- 이용자의 접근성·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 R&D 과제 핵심 요약
정보* 제공, 빅데이터 기반 R&D 정보 검색 및 검색 결과 시각화
* 최근 3년(’19~’21년) 약 20만건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모든 과제로 확대

ㅇ 로그인 없이 누구나 범부처의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는 연구성과정보 메뉴를 NTIS에 구축
ㅇ 범부처 우수성과 관리·홍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성과관리 활용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성과 집중 홍보전략 수립
- 연구과정 스토리텔링, 연구자 인터뷰 등 영상자료 제작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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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확대
※ Open Science : 과학적 지식, 방법 등 전반에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과학과 사회 이익을
위해 정보공유와 과학적 협력을 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UNESCO, 2019)

ㅇ 개방형 연구성과 공유·활용 체계(Open Science)의 정착을 위해 국가연
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논문의 공개(Open Access:OA) 책임 강화, 접
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오픈액세스 형태(OA논문출판(Gold OA), 디지털저장소 기탁(Green OA)), 비용
등에 대하여, 연구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기반 마련
- 국가 오픈액세스 플랫폼 KOAR*(’20~)과 국내 외 학술단체, 저널과
연계 협력을 확대하여 학술원문 무료 접근성 제고 지속추진
* Korea Open Access platform for Researchers, PubMed central 등 해외플랫폼 연계
되어 2,600만편 이상의 오픈액세스 논문 무료 이용 가능, 연구자 셀프 아카이빙서비스 지원

ㅇ 국가연구데이터센터*(DataON)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수집 개방하고,
분야별 데이터 전문센터(바이오, 소재 등)와 연계, 데이터 활용 활성화
*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체계의 총괄센터로 구축 ‧운영, ’20년부터 시범운영
중(연구데이터 공유 ‧활용체계 구축 전략, ’18.1월)

- 부처‧사업‧연구자 별 각각 보유한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
관리하는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데이터 기반 연구 촉진
- 모든 소재R&D 영역의 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공유‧활용 가능한
소재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ㅇ 공공연구성과 개방·공유 촉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구자·연구기관의 인식 제고 및 교육 확대
※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에 대한 인지율 49.5% (`19년 연구성과관리활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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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성 강화
ㅇ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을 통해, 연구자-연구성과 정보를
연계한 직 간접적인 성과정보를 종합하여 관리 활용 (~’23)
* 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과제지원정보+연구자정보+연구비관리정보 시스템

- 연구자가 수행한 국가R&D성과를 등록하고, 등록 검증된 성과는
신규과제지원 시 제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다수의 성과 중 제출하려는 성과를 선택 및 우선순위 부여 기능 등 개발

ㅇ 부처별 분산된 연구자 정보 등록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통합연구자 정보발급 관리 시스템’ 구축
※ 연구자정보 통합 : 한국연구자정보(KRI) (57만건), NTIS 인력정보서비스 (21만건),
20개 전문기관(154만건) 정보를 1개 연구자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기관별 산재되어 있는 국가 R&D 전문가 정보를 평가위원, 전문가
자문, 위원회 구성 시 통합 활용 (본인 사전동의 전제)
ㅇ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용자 친화적 관리체계를 도입
- 성과정보 등록 시 성과의 목적 유형에 관계없이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을 통해 한 번의 제출만 하도록 창구 일원화 추진
- 행정 인증정보(사업자등록번호, 기업정보 등)와 연구자 정보를 연계
하여 성과 주변정보(과제, 연구자 정보 등)의 반복 입력 방지
- 사업 종료 후에도 발생하는 연구성과 정보를 상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성과를 업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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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 전문기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관리 전문기관
전담기관: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지정된 연구성과 등록·기탁 기관
전담조직: 연구개발 기관 내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부서

ㅇ (전담기관) 기존 성과 수집 관리기관에서 수요자 맞춤형 성과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성과 큐레이터(Curator) 기관으로 역량 강화 지원
< 전담기관 역할 재정립(예시) >
성과물
논문
(정보)
특허
(정보)

성과정보/실물의 활용형태

전담기관의 역할 강화 및 확장

∙Open Access의 추진 및 논문 활용 확대
사업 성과분석 지원, 연구중복
∙논문-성과물간의 연계 정보 활용, 성과물
예방, 연구결과 전파
간 영향 분석
사업평가, 기획, R&D 정책
∙관련 연구자 정보 및 특허-논문 연계 제공
수립, 사업화 지원

기술요약정보 기술정보를 활용한 설명회, ∙특허, 기술료 등 타 성과정보를 연계하여 기술
(정보)
기술이전 지원
이전 맞춤형 정보 제공, 기술요약정보 품질 제고
연구시설·장비 장비 공동활용 등 자원 효율성
∙장비활용 기술 축적 가능한 DB 구축
(실물)
제고, 연구성과 창출 지원
생물자원
/생명정보
(실물, 정보)

생물자원 활용, 미생물 활용 ∙생물자원과 연관된 정보의 효율적 제공
연구 지원 및 실물 생물 ∙바이오 데이터스테이션-PMS 실시간 연동을
자원의 보관
통한 수집·검증, 제공 기능 고도화

화합물
(실물, 정보)

연구에 필요한 화합물 분양,
∙선별된 성과 제공이 가능한 화합물 가상탐
기탁자 - 활용자 공동연구,
색DB, 특수목적 DB(Covid-19) 구축, 제공
화합물 구조, 독성정보 등 활용

- 성과별 특성을 고려한 전담기관 별 성과확산 방안, 성과등록·검
증·활용 단계별 기관의 R&R*을 포함하여,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 활성화 전략’ 수립 추진
* 예시: 주관연구기관은 성과창출·등록(기탁), 전문기관은 기획·관리, 성과등록,
전담기관은 성과수집·검증·활용지원 역할 분담 등

- 전담기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현재는 시행령에 명시)하고 연구성과
맞춤형 활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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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문기관) 기술수요 탐색·발굴·관리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획
평가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활용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
- 창업지원, 기술거래, 기술인증 지원 등 연구성과 관리 활용
측면의 전문기관 역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 및 환류
*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안 및 개선방안 도출, 추진실적 점검

ㅇ (연구기관) 연구성과 관리 활용 전담조직의 성과활용 역량 강화
및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 책임 강화
- 연구자, 산단, 출연연의 성과관리 활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현재
유인체계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활용 인센티브 설계
※ 연구성과활용 실태조사 응답기관 중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성과 관리‧활용
시 애로사항, 전담조직, 인력, 예산, 제도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 추진

-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 활용 관련 지표*를 ‘연구지원체계평
가’에 반영하여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성과제고 관점에서 연구부서의 자율적인 연구과제 점검‧관리 역할 정의, 성과
확산부서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의 평가기준

- 대학, 출연(연)의 연구성과 관리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 지원 확대
ㅇ (시스템) 연구관리-성과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성과 입력, 성과 검증,
성과 관리 및 맞춤형 정보검색 제공 등 기관의 시스템 편의성 제고
* NTIS, 전담기관별 연구성과물 등록·활용 시스템, 연구지원시스템 등
< 연구성과 등록 및 서비스 절차(예시) >
성과등록
성과발생

(연구기관,
전문기관)

성과검증
(전담기관)

검증결과 확인

(논문,특허 등)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연구기관)

대국민서비스
전담기관
및 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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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

ㅇ 연구성과의 양도, 전용실시 기준 등 성과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 지적재산권의 경우, 실시하려는 자가 없거나 기관이 유지를 포기
하려는 경우 연구자에게 양도하여 성과활용을 촉진하는 방안 검토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기준 등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 동기를 고
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출연(연) 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부서와 연구자 간 역할분담 등 협업체계 마
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연구 성과의 전용실시 기준을 개선*하여 공공기술을 활용한
신제품ㆍ서비스 개발 등 사업화 촉진
*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 시 공개경쟁제도 도입을 검토

ㅇ 부처의 연구성과 관리 활용 원칙과 의무, 사업운영 성과백서, 전담
기관 지정 근거 명시 등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ㅇ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비율 완화(20%→10%, 산학협력법 개정) 추진

Ⅳ. 향후 계획
□ ~’21. 3. 31 : 기본계획의 2021년도 실시계획 수립
□ ‘21. 10 ~ ’22.2월 :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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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첨

추진과제별 일정 및 소관부처(안)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내용 및 일정

소관
부처

전략 1.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연구성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R&D성과 개념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연구성과의 유형별 관리 추진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1~)
효과성 분석보고서 작성 지침 마련(~‘22)

과기부

연구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활용
과학·기술·경제·사회적 성과의 체계적인
파악과 활용
대형R&D사업의 ‘사업운영 성과백서’ 발간
사회문제해결 R&D의 국민체감 제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연감 발간

성과 파악 및 환류, 활용 근거 마련(‘21)

과기부

추진근거 마련(~‘22), 사업운영 성과백서 발간 (’22~)

과기부,
각 부처

사회문제해결 플랫폼 고도화 (’21~)
우수성과 100선 선정 온라인 투표 도입 (’20~)

과기부

법적근거 마련 추진(‘21~) 및 시범발간(‘22~)

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
사업유형, 성과특성을 고려한 성과관리
일관성 제고
전략계획서 수립을 통한 사업성과 관리 강화
연구성과 추적조사 및 사업효과성 분석

표준성과지표 안내서 보완(’21) 및 범부처 연구지
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과관리 강화 (’22~)

과기부

사업 추진 시 전략계획서 수립 (’21~)

각 부처

추진근거 마련(‘21), 종료사업에 적용(’22~)

과기부.
각 부처

전략 2.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수요기반의 전략적 R&D 기획 추진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 및 내부
역량분석 기반 마련
시장수요기업의 상용화·실용화 목적
사업(과제) 참여 확대
패키지형 R&D투자플랫폼을 통한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지원
사업화 유망 핵심특허 발굴 및
IP R&D 분석 확대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주제선정 시
사회 수요 반영 강화

기술수요조사 기반 전략기술로드맵 등 전략수립
(~’23)

중기부,
각 부처

신규과제의 20%, 소부장 신규 과제의 60% 이상 기
업 등이 참여하는 중대형 통합형 과제로 추진(‘21~)

산업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술개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자유토의(재밍)’ 등 추진

중기부

패키지형 R&D투자플랫폼 고도화 및 활용제고(21)

과기부

소부장 R&D 과제 등 IP-R&D적용 지원(‘21~)

특허청,
각 부처

다부처 공동기획 추진 시 국민 의견수렴 확대(‘21~)

과기부

공공연구성과 이어달리기 및 사업화 지원
부처간 성과 이어달리기 지원
전문기관 간 협업
상용화 지원 사업 추진

이어달리기 기준 마련, 협의회 운영(‘21) 및 맞춤형
지원 추진(‘21~)

과기부,
각 부처

기초 원천연구성과 창출 활용 전문기관 간 협업

과기부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추진(‘20~’27)

중기부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추진 (’21~)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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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R&D 지원(‘21~)

과기부

R&D 혁신밸리 육성 지원(‘20~)

과기부

혁신조달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지원(‘20~)

산업부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 사업화 지원(’20~)

과기부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펀드 확대

기술사업화 펀드, 기술지주회사 펀드 확대(‘20~)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기술기반 연구소 기업 창업 지원

연구소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20~)

과기부

정액기술료 폐지, 기술료 납부 기준 정비 (‘21)

과기부

기술정보 재분류 등 정보공급 확대(‘21~)

과기부

NTB를 통한 데이터 서비스 확대

신산업 분야 참조표준 데이터, 시험평가·인증
데이터 서비스 (~’22)

산업부

성과정보 기반 분석서비스 제공

R&D과제 핵심 요약 정보 제공(‘21)

과기부

NTIS 내 연구성과정보 접근성 제고 (~’21)

과기부

우수성과 관리·홍보 협의체 운영 및 홍보강화(‘21~)

과기부,
각 부처

초기 수요창출을 위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기술료 제도개선

연구성과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수요기술 접근성 제고

연구성과 정보 열람 개선
범부처 우수성과 정보공유, 홍보 강화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확대
논문의 공개 책임 강화
국가연구개발 데이터 활용 활성화
공공연구성과 관리 인식제고

논문의 OA(Open Access)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21~)

과기부

분야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연계(‘21~)

과기부

연구성과 관련 설문조사, 교육 등 확대 (‘21)

과기부

전략 3.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성 강화
연구자-연구성과 정보 연계 및 활용
연구자 정보 통합 관리 및 활용
사용자 친화적 관리체계 마련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23)

과기부

통합연구자 정보시스템 구축 (’21)

과기부

제출창구 일원화, 반복입력 방지, 성과정보 상시
입력 등 시스템 개선 (~’22)

과기부

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전담기관 역량 강화

전담기관 활성화 전략 수립(’21)

과기부

전문기관 역량 강화

기획평가관리비 활용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
부처협의를 거쳐 실태조사 실시(’21~)

과기부

연구기관 역량 강화

연구지원체계평 연계 및 워크숍 추진(‘21~)

과기부

관련 시스템 연계 및 개선(~‘22)

과기부

성과관리 시스템 편의성 제고

10 연구성과 관리 활용 관련 법 제도 개선
□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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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활용 활성화 제도개선 검토(21~)

과기부

전용실시 유보기간 등 제도개선(’21~)

산업부

연구성과 관리 활용 관련 법령 개정

과기부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비율 완화(’21~)

교육부

별

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최부용 사무관
전 화 : 044-202-6923
E-mail : buy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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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0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공개

의안번호
심

제 4 호

의

2020. 3. 12.

연 월 일

(제 18 회)

심
의
사
항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
2020년도 실시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 출 자 환 경 부 장 관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산
림
청
장
기
상
청
장

제출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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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기영
박양우
성윤모
조명래
문성혁
이의경
박종호
김종석

교 육 부 장 관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농 촌 진 흥 청 장
특
허
청
장

2020.3.12.

유은혜
진 영
김현수
박능후
김현미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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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 주문
○ 제3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16~’20) 에 따른 2020년도 연구성
과 관리 활용 실시계획(안)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 이유
○ 제3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16~’20) 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
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연구성과 관리 활용 실시계획
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회를 통해 시행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2019년도 추진실적
□ 수요자 참여형 R&D 사업체계 개편 및 인프라 구축
○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 개편) 지자체 주민이 수요 발굴부터 해결방
향 기획,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까지 함께 참여하는 현장 맞춤형 사회문
제해결 R&D 사업체계 마련
* 국민공감 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기획 및 신규예산 반영(’20년 45억원)

○ (기업수요 발굴 인프라 구축) 출연(연) 기술의 공동마케팅 추진 및 기술교
류회 및 기술탐색 원정단 등 보유기술 활용을 위한 채널 운영
※ 공동기술마케팅을 통한 89건 기술이전 실시 / 기업의 기술수요 발굴(544건)과
출연(연) 기술매칭(524건)

□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적 성과창출 지원
○ (연구자중심의 창의적 연구지원 확대)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연한 관리체계로 개선하고, 고위험 도전연구 투자 확대
※ 연구개발비 이월 허용, 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확충 등 공동관리규정 개정(‘19.3월)
※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 투자 지속 확대: (’17) 1.26조원 → (’19) 1.7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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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특허의 선별·출원 유도) 특허 출원·등록 건수 등 양적 성과지
표를 최소화하고 특허의 질적 성과지표를 우선 설정할 것을 권고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19.11월)

□ R&D 품질향상을 촉진하는 성과평가 확대
○ (도전적 R&D를 장려하는 질 중심의 정성평가 확대) 혁신적인 연구에 도
전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 목표달성도 정량 평가를 폐지하고, 연구성과의
수준과 효과 제고를 위해 연구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정성평가 신설
※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18.10월, ‘19년 제도 적용)

○ (연구역량 강화를 견인하는 평가구조 확립) 컨설팅형 사업평가 확대와
연구기관 평가시 사업평가와 운영평가 분리 (’19.1월)
※ 사업평가 시, 현장방문 등 연구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맞춤형 개선/권고 의견 제시

□ 성과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관련 규정 일원화)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이상을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
※ 기술료 사용 비율 개정 (공동관리규정 개정, ‘19.3월)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공공기술의 사업화·창업 활
성화를 위해 통상실시 기준 명확화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개정 (‘19.7월)

□ R&D성과를 활용한 창업·일자리 창출
○ (공공기술기반 사업화·창업자금 지원) ICT분야 R&D 바우처사업
확대, 투자방식의 R&D펀드 도입, 기술사업화 촉진 펀드 조성
※ 성장사다리펀드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특화 펀드 조성

○ (우수연구성과 활용·확산) 실험실창업탐색팀 지원 확대(’18년 60개 → ‘19
년 70개) 및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18년 총 704개 → ’19년 총 8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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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0년도 주요 추진과제

[‘20년도 추진방향 ]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과제 전반에 대한 이행 마무리
※ 2020년은 제3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를
기반으로 2020년 실시계획을 수립
◆ 연구성과 활용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 등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연구 현

장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해야할 핵심과제를 추가* 도출
* 연구기획 환경 조성,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등

[ 중점 추진과제 ]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1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R&D기획 강화
2. 시장친화적 연구관리 개선과 평가 내실화

연구성과와 사업성․시장성간 간극 최소화
3. 단절 없는 기술이전․사업화 체제 활성화
4.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 역량 강화 및 활용 다각화
5. 중소․중견기업의 R&D기반 성장 지원
6. 대학․출연(연)의 성과활용 전담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

성과활용제도의 경직성 완화 및 성과 수집·관리체계 개선
7. 제3자 이전 활성화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8. 연구성과의 수집․관리 체계 개선
※ 기본계획의 10대 과제 중 ’기술료 등 제도개선 및 탄력적 운영‘, ’연구개발 정부
3.0 제고‘를 타과제와 통합하여, 8개 추진과제로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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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 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자 참여형” 연구기획 확대
- 공공수요 부응 과제 발굴·지원과 성과물인 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및 조달 연
계 성공률 제고 전략 수립 (리빙랩 기반의 R&D 실증 등)

- 산업 R&D 수요자 중심의 기획을 통해 실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직접 수
행함으로써 사업화 가능성 제고
※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19년 54.9% → ‘20년 60%), 응용개발연구 TRL 상향

- 국내외 수요처의 구매가 전제된 동반성장 기술개발 과제지원 및 중소기업 전
략기술 로드맵 수립 지원

○ 시장 친화적 연구관리 개선과 평가결과 예산 반영
-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제도를 표준화하고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불편과 혼선 최소화
※ 범부처 표준화된 규정·서식 및 지침을 반영한 통합 과제지원시스템 개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 및 시범운영

- 컨설팅/평가 등을 통해 학문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질적 성과관리를 실시하
고, 우수성과 및 사례발굴·확산 체계 구축
- 성과 우수과제, 우수성과 선정 연구자 등에 대한 후속연구 지원 및 포상
※ 학술연구 우수성과 50선 선정(교육부),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포상(복지부) 등

연구성과와 사업성․시장성간 간극을 최소화
○ 단절없는 기술이전·사업화 체제 활성화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수요 조사, 기술수요와 출
연연 공급기술간 기술매칭 및 기술이전 지원금의 효율성 증대

- 대학(원)생으로 등으로 구성된 실험실창업탐색팀 지원* 및 연구개발특구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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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사업화 및 연구소기업 창업 지원**
* 실험실창업팀 발굴·지원 건수(개) : (‘19) 70개 → (’20) 98개
** 연구소기업의 설립 확대 : (’19) 187개 신설 → (’20) 210개 신설

- 신뢰 기반의 기술이전·사업화 체계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IP) 수요자-공급자중개자-투자자 간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 기술 분야별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PLUG)를 확대·운영하여 기술이전 촉진

○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 역량 강화 및 활용 다각화
-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협력 채널 다각화 및 기업 기술수요 발굴로 특허활용
률 제고
※ 기술사업화 설명회 개최,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및 기술탐색 등 실시

- 정부 R&D 수행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 지원 및 민간 특허경영전문가를 대학·
공공(연)에 파견하여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사업화 지원
※ 소규모 대학 및 지식재산권 역량이 낮은 기관에 대한 지원 지속 확대

- 출연연별 IP 경영전략 수립, 특허경영 체제 기반 특허 패키징, 마케팅 강화
및 TLO 전담인력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특허관리 역량 강화
※ 출연연별 IP 경영전략 컨설팅을 통한 기관별 IP 경영전략 수립 및 고도화

○ 중소․중견기업 R&D 기반 성장 지원
-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을 지원하여 시장·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
응을 통해 제품경쟁력을 강화
※ 스마트공장 고도화 관련 혁신형 R&D, 중소기업 R&D기획지원 등

-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협의체 구성·운영 및 산학연 공동R&D
등 산학연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 출연연 중소 중견기업 지원 효율화 방안 이행·개선정책 발굴을 위한
전담부서장 회의·정책 간담회 추진 및 협력 교류 강화
※ 전담인력 운영 요건 등 출연연 연구인력 중소기업지원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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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출연(연)의 성과활용 전담조직 역량 강화
- 공공연구성과 기술이전·창업 및 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산
학 협력생태계 구현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 대학 보유기술의 이전·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ㆍ
중견 기업 대상 대학TMC당 평균 기술이전 건수 140개 달성

- 기술혁신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를 지원하는 첫걸음협력, 4차
산업혁명 등 특정 분야 과제를 공간·정보적으로 클러스터화하는 전략협력 등 추진

성과활용제도의 경직성 완화 및 성과 수집·관리체계 개선
○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20.하)

○ 연구성과의 수집·관리체계 개선
- R&D성과의 수집창구 통합 및 연구성과 수집·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서비스 품질 제고
※ 보건의료R&D 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확대, 신품종 수탁관리 대상 명확화 및
기탁절차 체계화

- 지능정보 기반 서비스 제공*, 데이터 품질 제고와 개방 확대 등 이용자 중심
지능형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구축
* NTIS 데이터 분석, 개인맞춤형 서비스 등

4. 참고사항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평가전문위원회 사전 검토(’20.2.19)
□ 관계부처 협의 (‘20.2.17~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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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

2020년도 실시계획(안)

2019. 3. 12.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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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추진배경

○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06년부터 5년 단
위의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 수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1항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범부처 성과관
리 활용 실시계획 수립

2

추진경과

○ ‘06년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06년 8월 : 제1차『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06~’10)』수립

- '07년~'10년 연도별 연구성과 관리 실시계획 수립
○ ‘11년 4월 : 제2차『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1~’15)』수립

- '11년~'15년 연도별 연구성과 관리 실시계획 수립
○ ’16년 1월 : 제3차『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수립

- '16년~'19년 연도별 연구성과 관리 실시계획 수립

3

추진절차 및 체계

○ 관계 부처․청별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ㆍ조정을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에서 심의ㆍ확정
「기본계획」에 따른 ’20년도 실시계획 수립지침 통보(10.31)
⇩
부ㆍ처ㆍ청ㆍ연구회 ’20년도 실시계획 수립ㆍ제출(1.15)
⇩
’20년도 성과관리 실시계획(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2월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원회] 심의ㆍ확정(3월)
⇩
’20년도 실시계획 통보(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계 부ㆍ처ㆍ청ㆍ연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부ㆍ처ㆍ청ㆍ연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ㆍ처ㆍ청ㆍ연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ㆍ처ㆍ청ㆍ연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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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추진실적

Ⅱ

□ 수요자 참여형 R&D 사업체계 개편 및 인프라 구축
○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 개편) 지자체 주민이 수요 발굴부터 해결방
향 기획,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까지 함께 참여하는 현장 맞춤형 사회문
제해결 R&D 사업체계 마련
* 국민공감 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기획 및 신규예산 반영(’20년 45억원)

○ (기업수요 발굴 인프라 구축) 출연(연) 기술의 공동마케팅 추진 및 기술교
류회 및 기술탐색 원정단 등 보유기술 활용을 위한 채널 운영
※ 공동기술마케팅을 통한 89건 기술이전 실시 / 기업의 기술수요 발굴(544건)과
출연(연) 기술매칭(524건)

□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적 성과창출 지원
○ (연구자중심의 창의적 연구지원 확대)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연한 관리체계로 개선하고, 고위험 도전연구 투자 확대
※ 연구개발비 이월 허용, 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확충 등 연구자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을 완화 (국가R&D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9.3)
※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 투자 지속 확대: (’17) 1.26조원 → (’19) 1.71조원

○ (유망특허의 선별·출원 유도) 특허 출원·등록 건수 등 양적 성과지
표를 최소화하고 특허의 질적 성과지표를 우선 설정할 것을 권고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19.11월)

□ R&D 품질향상을 촉진하는 성과평가 확대
○ (도전적 R&D를 장려하는 질 중심의 정성평가 확대) 혁신적인 연구에 도
전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 목표달성도 정량 평가를 폐지하고, 연구성과의
수준과 효과 제고를 위해 연구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정성평가 신설
* 연구생태계 기여도,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한 Case Study 보고서로 평가
※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18.10월, ‘19년 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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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역량 강화를 견인하는 평가구조 확립) 컨설팅형 사업평가 확대와
연구기관 평가시 사업평가와 운영평가 분리 (’19.1월)
※ 사업평가 시, 현장방문 등 연구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맞춤형 개선/권고 의견 제시
※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18.10월, ‘19년 제도 적용)

□ 성과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관련 규정 일원화)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이상을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을 반영
하여 공동관리규정 개정 (’19.3월)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공공기술의 사업화·창업 활
성화를 위해 통상실시 기준 명확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제2호 (‘19.7월 개정)
2. 제9조제3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가
기술진흥원에 등록된 날부터 1년(신속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
내에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 R&D성과를 활용한 창업·일자리 창출
○ (공공기술기반 사업화·창업자금 지원) ICT분야 R&D 바우처사업
확대, 투자방식의 R&D펀드 도입, 기술사업화 촉진 펀드 조성
※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추경예산 편성, 미래자동차 등
혁신성장 8대 기술분야와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융합 분야 집중 지원(과기정통부, ‘19.8)
※ ‘개방형 혁신성장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성장사다리펀드 (GIFT1호)
1,040억(’19.06)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특화 펀드(GIFT2호) 1,000억원 조성(산업부, ‘19.10)

○ (우수연구성과 활용·확산) 실험실창업탐색팀 지원 확대(’18년 60개 → ‘19
년 70개) 및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18년 총 704개 → ‘19년 총 8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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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시사점(‘19년도

Ⅲ

연구성과 활용실태조사 결과)

< ‘19년도 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중 1,174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반
(인프라, 제도) 및 애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대상: 출연연·국공립연·대학·대기업·중소중견기업 등 8,824개 기관 중 1,174개 기관 표본 조사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 주요 현황 >
기업 수요의 해소 목적이 R&D 기획에 잘 반영되지 않으며, 연구관리의 개
선·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및 관련 규정의 통합·정비 추진
○ 기업은 공공R&D를 통해 기술수요를 해소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주요 원인은 공공연구기관의 기피 및 정책·수요 불일치
※ 공공 R&D 기획 시 기업수요 반영의 문제점은 ‘공공연구기관의 소형과제 기피 현상(45.2%)’,
‘공공연구기관의 정부 R&D 과제 선호(36.3%)’, ‘기업수요 반영 채널 미비(36.1%)’, ‘정부정책과
기업수요 불일치(32.6%)’ 순

○ 연구행정의 효율화와 연구관리 개선을 위해 각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지원
시스템(PMS)의 통합 계획을 수립(‘19.1월)하고 본격 통합구축에 착수
※ 관련 규정·지침의 정비 및 시스템 설계를 추진 중이며, ’21년까지 연구자정보시스템
및 과제지원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통합·개통할 계획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인프라가 아직 불충분하고, 기술수요자 발굴 지
원체계의 활용 저조
○ 연구성과와 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
인력 등 전담 인프라 부족
※ 대부분의 경우 유관 부서에서 성과관리·활용 업무처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변리사,
기술거래사, 업무 관련 박사급 인력 등 성과관리 전문인력 보유율이 52.9%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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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기술공급자-수요자 연계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은 기술 수요자 발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
※ 기술이전의 애로사항은 ‘기업, 창업자 발굴의 어려움(52.6%)’, ‘내부, 외부자원 부족
(50.5%)’, ‘제도, 인센티브 부족(42.9%)’, ‘사업성, 가치 높은 기술 부족(40.2%)’ 순

○ 또, 기술수요자 발굴 수요자 발굴을 위해 개인적 네트워크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기술이전·사업화 확산체계의 추가
적인 개선이 필요함
※ 기술수요자 발굴 방법은 ‘기술개발자의 개인적 네트워크 활용(68.1%)’, ‘기술이전 설명회,
박람회, 학회 등 개최(53.9%)’, ‘기관홈페이지 등에 기술정보만 공시(42.7%)’ 순

공공연구성과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제도화와 연구성
과 수집·관리 효과성 미흡
○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을 위한 사후지원 체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진입을 위한 실제적인 ‘기술문제 해결 및 금융 지원’이 부족
※ 기업이 기술도입 이후 후속지원에서 요구하는 공통 중점개선 사항은 ‘투(융)자 및 기술보
증 지원’, ‘사업화 애로요인 해결’로 조사됨

○ 연구성과 등록·기탁 전담기관에 대한 인지율(49.5%)이 여전히 저조하며,
전담기관의 효과성이나 체계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함
※ 활성화 저해요인은 ‘복잡하고 불분명한 행정 절차 및 일정(56.9%)’, ‘후속연구를 위한 비
공개(30.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24.2%)’ 등

< 시사점 >
☞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수요에 기반한 R&D기획의 확
대가 요구되며, 연구관리의 효율화도 병행 추진 필요
☞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수요자 발굴 체계의 개
선 필요
☞ 기술 활용·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성과물 등록·기탁 전담기관의 내
실화가 필요함
• • • 311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2020년도 중점 추진계획

Ⅳ

[‘20년도 추진방향 ]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과제 전반에 대한 이행 마무리
※ 2020년은 제3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를
기반으로 2020년 실시계획을 수립
◆ 연구성과 활용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 등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연구 현

장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해야할 핵심과제를 추가* 도출
* 연구기획 환경 조성,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등

[ 중점 추진과제 ]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1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R&D기획 강화
2. 시장친화적 연구관리 개선과 평가 내실화

연구성과와 사업성․시장성간 간극 최소화
3. 단절 없는 기술이전․사업화 체제 활성화
4.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 역량 강화 및 활용 다각화
5. 중소․중견기업의 R&D기반 성장 지원
6. 대학․출연(연)의 성과활용 전담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

성과활용제도의 경직성 완화 및 성과 수집·관리체계 개선
7. 제3자 이전 활성화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8. 연구성과의 수집․관리 체계 개선
※ 기본계획의 10대 과제 중 ’기술료 등 제도개선 및 탄력적 운영‘, ’연구개발 정부
3.0 제고‘를 타과제와 통합하여, 8개 추진과제로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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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R&D 기획 강화

□ 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자 참여형” 연구기획 확대
○ 공공수요 부응 과제 발굴·지원과 성과물인 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및
조달 연계 성공률 제고 전략 수립 (과기정통부)
※ 기존 시장에 없으나 잠재적 공공수요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 적극 발굴 및 리빙랩
기반의 R&D 실증, 수요기관 주도의 수용성 평가, 규제요인 및 사업성 분석 등 다각적 지원

○ 산업R&D 수요자 중심의 기획을 통해 실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업화 가능성 제고* (산업부)
* 자유공모형 과제의 확대((‘19) 54.9% → (’20) 60%))와 응용 개발연구의 기술
완성도(TRL) 상향 등을 통한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R&D기획 강화

○ 국내외 수요처의 구매가 전제된 동반성장 기술개발 과제지원,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지원 및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지원을
통한 시장․기업 수요기반 협력 연구 강화 (중기부)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자사의 핵심기술을 응용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등

○ 미래 제약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First-in-Class 신약 개발을 위한 제약
기업-대학-병원간 R&D 협력연구 지원 (복지부)
※ 미래 제약·바이오 10대 특화 유망지원 및 융합형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

○ 수요처인 공사, 기업 중심의 의견수렴 및 기획참여로 현장적용성 및 시
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획 추진 (국토부)
○ 중소기업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의 수
요자 참여형 과제 지원 (환경부)
※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개발, 생활환경질 향상기술개발, 위해성평가 관리
및 감축 기술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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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R&D사업 기획 강화를 위해 경쟁형 사전 기획 시범 추진, 개방형
기획제도, 보고서 품질관리 등 도입 추진 (해수부)
※ 온·오프라인 과제 제안 플랫폼 운영 및 현장설명회 실시, 정책․현안이슈 수요
반영을 위한 Fast Track제도 도입 등

○ 임업인·임산업체 대상 기술수요조사 채널 다각화 및 산림 전분야
R&D사업 대상 품목지정형 자유공모를 통한 신규사업 기획* (산림청)
* 스마트 산림생명공학기술 개발사업(Forest Bio 2028), 4차 산업 견인기술 기반의 산림
복지서비스·산림경영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사업 기획시 기술완성도(TRL) 목표 상향 및 국민 창의성·아이디어
반영을 통한 결과물의 활용성 제고
○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기술,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하기
위해 TRL 목표를 상향하여 국가감염병위기대응사업 기획 (복지부)
※ 보건의료R&D 기획단계부터 관련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의
견수렴 확대를 통한 개방형 기획 강화

○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등의 과제 기획시 국민들이 제시한
기술수요조사서를 검토하여 기술의 질적수준 제고를 목표에 반영 (환경부)
※ 기종료과제 및 종료 예정 과제에서 발생한 성과물의 현장활용(현장적용 또는
정책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및 부처간 협력방안 모색

2

시장친화적 연구관리 개선과 평가결과 예산 반영

□ 기술 가치 및 공급기술의 시장성 제고 및 연구현장의 무빙타깃 정착
○ 농식품 R&D 우수기술의 산업화 단계로의 진입과 창업ㆍ벤처기업 지
원을 통해 농식품 산업 육성 및 기업 성장 견인 (농식품부)
※ 사업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장비·설비 지원, 공정 확립을 통한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등 지원프로그램 발굴 및 타 부처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 국토교통 시장 내 기술수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신뢰성 검증 및
시장진입을 위한 신규 사업화 R&D지원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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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사업전환 시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하여 원활한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및 사업전환 성공률 제고 (중기부)
※ 재도전 기술개발사업(‘17∼’19년)

□ 규정·지침 정비 및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
○ 부처․전문기관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관련 규정 및 지침을 표준화하고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 (과기정통부, 복지부)
- 범부처 표준화된 규정·서식 및 지침을 반영한 통합 과제지원시스템 개발
(1차년도)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시범운영
* 과제지원시스템(20개 → 1개), 연구자정보시스템(부처․기관별 운영 → 1개)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
업 규정 및 지침 개정 (복지부, 식약처 등)
※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개정 (’20.6) 및 하위 지침 개정(’20.8)

□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와 실질적 성과지표 적용
○ 컨설팅/평가 등을 통해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질적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우수성과 및 사례 발굴 확산 체계 구축 (교육부)
※ 총 65개 대학, 522개 사업단(팀)에 대한 BK21 플러스 사업단(팀) 연구 활동
지원 및 신규 교육연구단(팀) 선정

○ 사업화 목적사업은 최소 성과목표를 협약에 반영하여 성공판정 기준으
로 활용하고 이행실적 추적평가를 통해 지속점검 및 환류 (환경부)
※ 당해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 지원 및 연구
수행자회의를 통한 양방향 소통 강화

○ 추적평가 내실화 방안으로서 연구성과 활용의견서 제출비율 향상 및
연구과제별 성과관리 담당자 지정 추진 (농식품부)
※ ‘17~’19년 종료과제에 대해 연구자에게 연구성과 입력 안내 및 성과활용
의견서 제출을 독려하고 추적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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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연구성과 활용 실적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 강화
○ 과거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일부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우수 성과확산 사례를 발굴하고 집중 홍보 (과기정통부)
※ 우수사례 분석결과 및 미흡사례 개선방안 등은 차기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 기초연구 종료과제 중 성과 우수 과제 및 학술·연구 우수성과 50선 선
정 연구자 등에 대하여 후속연구 지원 및 신청시 우대 (교육부)
※ 전체 종료과제 중 예상 신청과제(10%, 40개 내외)의 상위 37.5% 수준인 15개
내외 후속 연구 지원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7조,「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제17조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활용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우수성과 발굴 및 포상*,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 (복지부)
*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포상,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추천, 우수성과 홍보 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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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와 사업성ㆍ시장성간 간극을 최소화

단절 없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체제 활성화

□ 공급·수요기관 매칭의 시장형 기술거래 촉진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중소 중견기업 대상 기술수요 조사, 기술수요와
출연연 공급기술간 기술매칭 및 기술이전 지원금의 효율성* 증대 (과기정통부)
* 연구산업육성사업 지원금 1억원당 기술이전 건수 확대 추진 : (‘19년)1.5건 →
(’20년)1.6건 (5%향상)

○ 과제 선정단계에서 매출실적, 마케팅 능력, 기술수준 등을 중점 평가
하여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농생명 기술사업화 전주기지원 (농식품부)
※ 타킷 마케팅 및 전용실시 확대를 통해 농식품 우수기술의 산업적 파급력을 확대(4년 연속 1,000건
이상) 및 시장진입경쟁력 강화 등 후속연계사업지원((’19) 12과제 → (’20) 18과제)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확인 대상을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확대하고 물
류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및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추진(해수부)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근거

○ 후속 R&D 지원을 위한 성과확산 과제유형 개발, 교류 및 투자지원
등 사업화 촉진 강화 둥을 통한 문화기술 후속 R&D 지원 확대 (문체부)
※ 후속 R&D 지원 예산 비중 : (’19년) 1.4% 이상 → (’20년) 1.4% 이상

○ 신뢰 기반의 기술이전·사업화 체계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IP) 수요자공급자-중개자-투자자 간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특허청)
※ 기술 분야별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PLUG)를 확대·운영하여 기술이전 촉진(12개 신기술
분야) 및 타부처와 함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를 공동 개최하여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 기술거래 정보 제공 기관 연계·통합
○ 유망기술과 연구산업 기업정보를 미래기술마당 DB로 통합 관리하고, 수요기업
매칭 지원 및 온 오프라인으로 성과활용 관련기관들에 정보 제공 (과기정통부)
※ 기술정보 DB 구축 건수: (‘19년) 6,050 → (’20년)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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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은행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기술정보 이용자 수 증대* 및 제공 기관 확대** (산업부)
* 기술정보 이용자 : (‘19년) 166만명 → (’20년) 2백만명
** 기술은행 기술정보 DB 제공 기관 수 : (‘19년) 739 → (’20년) 900

○ 농식품연구개발사업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및
이용건수 확대 (농진청)
※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확대, 정보제공 건 수 및 방문자 수 증대

□ 중소기업 보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금융연계 지원
○ 우수 IP 보유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확대* 및 IP 보증대
출 및 IP 담보대출 상품운영을 지방은행으로 확산** (특허청)
* 평가지원건수/예산 : (’19) 1,014건/46.2억원 → (’20) 1,116건 이상/55.8억원
** IP 금융 취급은행 : (’19) 산업·기업·국민·신한·우리·대구은행 → (’20) 부산은행 등 5개 지방은행 추가

□ 성과활용을 위한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간 협력 체제 강화
○ 부처 우수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범부처 연계형사업을 추진하
여, 국가R&D 성공과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 (산업부)
※ 각 부처에서 지원/개발 완료한 신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후속
사업화과정 추가지원 13개 과제 (‘20년 사업 일몰 예정)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지원 사업 추진,
기존 개발 기술의 수요처 중개 및 사회적 기술약자 지원 강화 (산림청)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산림산업 분야 우수연구 성과 후속지원 및 유망기술과 수요기업간 매칭

□ 실험실 창업, 연구소기업 설립 등 기술기반 창업 지원
○ 대학(원)생으로 등으로 구성된 실험실창업탐색팀 지원* 및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성과 사업화 및 연구소기업 창업 지원** 등 기술기반 창업 확대 (과기정통부)
* 실험실창업팀 발굴·지원 건수(개) : (‘19) 70개 → (’20) 98개
** 연구소기업의 설립 확대 : (’19) 187개 신설 → (’20) 210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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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R&D지원으로 기술 창업 활성화 및 창업
기업의 성장 촉진 (중기부)
※ 성장 잠재력 보유 창업기업 R&D 지원인 디딤돌 창업과제, 혁신역량 우수 기술창업기
업에 대한 전략형 창업과제, 민간 선별 유망 창업팀 발굴·투자·육성인 TIPS 과제 추진

2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 역량 강화 및 활용 다각화

□ R&D 수행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지원
○ 정부 R&D 수행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 지원* 및 민간 특허경영전문가를 대
학·공공(연)에 파견**하여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사업화 지원 (특허청)
*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 : 5,040백만원(‘19) → 4,200백만원(‘20)
** 소규모 대학 및 지식재산권 역량이 낮은 기관에 대한 지원 지속 확대 및 권역내 여러
대학의 우수특허를 종합관리·이전하는 슈퍼TLO 도입 및 지원 확대

○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 역량 강화 및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체제 활성화 (복지부)
※ 과제기획 과정부터 특허 전문가 참여를 통한 우수기술 창출 지원, 특허전략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관리 고도화 및 유망특허발굴-기술이전-사업화로 실용화 확산

□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 진단·관리 및 특허관리 역량 강화
○ 공공기관의 미활용특허에 대한 양적 질적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관리
등급 진단 및 기관 사업별 특허관리 활용 전략 수립 지원 (특허청)
※ 15개 공공기관의 미활용 보유특허에 대한 관리·활용 전략, 처분전략 등 개별 특허
분석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략 지원

○ 출연연별 IP 경영전략 수립, 특허경영 체제 기반 특허 패키징, 마케팅
강화 및 TLO 전담인력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특허관리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 출연연 TLO 수요와 정책 환경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추진, 출연연별 IP경영전략
컨설팅을 통한 기관별 IP 경영전략 수립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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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업화 협력 채널 다각화 및 기업 기술수요 발굴
○ 기업 기술수요 발굴을 위한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협력 채널 다각화
및 기업수요 발굴 플랫폼 구축 (과기정통부)
※ 기술사업화 설명회 개최, 유관기관 협력, 온 오프라인 네트워킹 및 기술탐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의 진성수요기술를 발굴하고 출연연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전략 설계

○ 수요자 맞춤형 기술마케팅을 통한 기술이전 확산과 농식품 관계기관, 기술
사업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우수기술의 실용화/사업화 확대 (농진청)
※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구축완료 및 운영, 집중설명회, 통합설명회 등 현장 기술설명회
추진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우수기술 50건 발굴 및 홍보

○ 농식품 R&D 결과의 미활용 특허 중 기술거래 가능 유망기술 조사ㆍ
발굴과 수요기업과의 기술거래 상담 및 협약 건수 향상 (농식품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민간 기술거래전문기관 등과 협력

3

중소·중견 기업 R&D기반 성장 지원

□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을 지원하여 시장·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고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
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 기술애로 해결 (중기부)
※ 스마트공장 고도화 관련 혁신형 R&D, 중소기업 R&D기획지원, 대학 및 출연연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및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추진

○ 산업단지 주력산업 중심의 산학연협의체 구성․운영 및 산학연 공동
R&D* 등 산학연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 (산업부)
* 산업 제조 현장에서 발굴된 현장 밀착형 애로기술 과제,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가
필요한 소형 R&BD과제에 국비 2억원 이하 지원

○ 출연연 중소 중견기업 지원 효율화 방안 이행·개선정책 발굴을 위한
전담부서장 회의·정책 간담회 추진 및 협력 교류 강화 (과기정통부)
※ 전담인력 운영 요건 등 출연연 연구인력 중소기업지원 제도 개선 추진 및 출연연-중소
기업-유관기관 간 협력 교류를 통한 애로기술 해결, R&D정보 제공 및 상담·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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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산·학·연 협업을 통한 창업기업
지원과 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적용 기술개발 지원 (해수부)
※ 산업 요구 기술 및 아이디어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신시장을 창출하는 해양산업
성장기술개발 및 해양산업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대국민 설명회 추진으로 지역편중 해소 및
’19년 시제품개발 우수업체의 성과에 대한 후속사업 자동연계 자격부여 (농진청)
※ 농업실용화R&D지원 대국민설명회 조기개최 및 지역 확대(3 → 5개소)와 지원
사업 조기추진에 따른 농산업체 사업기간 확대(7 → 9개월)

○ 기상융합 시범서비스 및 기상R&D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확대 (기상청)
※ 기상과 타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민간주도의 기상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에 대하여 평가점수의 최대 10%를 가산하는 신규과제 선정평가
우대제도 추진 (산림청)
※ 대상 중소기업 : 창업 3-7년차, 사회적, 신기술·신제품 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 등

□ 대학·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 활용 지원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

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및 연구기반 강화 (중기부)
○ 연구성과와 사업성 시장성간 간극 최소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 분야 대형실험센터 공동활용 및 기술시험비용 지원 (국토부)
※ 시설장비이용료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효과적인 검인증 및
시험방법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시험컨설팅 지원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 외에도 합작법인 설립, 공동기술
개발 등의 해외진출 지원 (중기부)
※ 해외기업과의 기술교류 지원 및 기술교류센터 운영, 국내기업 기술혁신센터 운영,
대면교류의 장 제공 및 수출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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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출연연의 성과활용 전담조직 역량 강화

□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및 대학·출연연 성과활용 전담조직 역량 강화
○ 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TLO)과 기술지주회사를 통합 지원하여, 대학보유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및 실험실 창업 등 기업성장 도모 (과기정통부)
※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TMC)을 통해 기술이전 2,571건, 기술료 약 574억원, 자회사
설립·편입 607건(누적), 1,315명의 신규 고용 창출(‘19년 TMC 참여대학 기준)

○ TLO 성장 도약 지원사업과 TLO 전담인력 교육을 통해 기술이전 사
업화 전담조직의 전문성 제고 (과기정통부)
※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수요기술발굴, 출연연 공급기술 발굴, 기술마케팅 서비
스 등을 지원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효율 강화

○ 대학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설립을 지원
하고, 수익 창출을 통해 대학 재정 건전성 제고 (교육부)
※ 대학 기술지주회사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설립 자문 및 인가 업무 추진 등

□ 산학융합지구 지정 및 산업단지 캠퍼스의 조성 확대
○ 기술혁신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중기부)
※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를 지원하는 첫걸음협력, 4차 산업혁명 등
특정 분야 과제를 공간·정보적으로 클러스터화하는 전략협력 등 추진

○ 대학과 산업현장의 거리를 좁히는 실질적 산학협력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산학협력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교육부)
※ 기술사업화 기초 등 산학협력 관련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산학협력 역량강화
연수를 연중 10회 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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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전략3
1

첨

제도의 경직성 완화 및 성과수집ㆍ관리체계 개선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조성과 기술이전 관심 제고
○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과기정통부)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대학 및 출연(연) 소속 기술이전
전담조직, 연구자 등 의견수렴 후 가이드라인배포

2

연구성과의 수집ㆍ관리 체계 개선

□ 연구성과의 수집창구 통합 및 연구성과 수집 체계 개선
○ 보건의료 R&D성과의 수집 창구 일원화 및 NTIS 연계 (복지부)
※ 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확대 및 성과검증 기능 개선과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매뉴얼 개정 및 보급

○ 연구성과의 수집·관리 체계 개선 전략으로서 신품종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기탁율 제고 방안마련 추진 (농진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육성된 신품종 중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된 것으로 수탁관리
대상 명확화, 기탁 절차 체계화, 수탁관련 정보 DB구축 및 성과물 관리 시스템 고도화

○ 농촌진흥사업 관리 제도 개선, ATIS-RCMS 연계 개선, 농촌진흥사업관리
(ATIS) 시스템 고도화,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소통·협력 강화(농진청)
○ 전담기관 간 상시협력체계를 구축․가동하여 수요 반영, 활용서비스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 (과기정통부)
○ 지능정보 기반 서비스 제공*, 데이터 품질 제고와 개방 확대 등 이용자 중심
지능형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구축 (과기정통부)
* NTIS 데이터 분석, 개인맞춤형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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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

제3차 기본계획 이행현황 및 20년도 추진방향
‘16~’19
이행 현황

‘20년도
실시계획

◎완료, ○정상, △보완

추진방향
지속추진

제3차 기본계획 10대 추진과제
10대과제

주요내용

목표

1.시장‧수요
중심 R&D
기획 강화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응용·개발 연구 기술
완성도(TRL) 목표 상향
국민생활연구군 도
입∙운영

산업부 (’13) 33% → (’20) 50%이상
중기부 (’14) 62% → (’20) 80%

◎

(19) 산업부 54.9.%
(18) 중기부 80.1%

과제평가 표준 지침 반영(‘16)

◎

(16) 지침반영

도입∙운영(‘16~)

△

-

지속추진

혁신도약형 R&D
전면 개편

개편(’16) 및 평가(’17)

◎

(17) 표준지침 개정
(창의도전형 신설)

지속 추진

기관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정비

규정 통합∙간소화(’16～)

○

사업화 현장 중심
지표 및 평가 강화

사업화 성과지표 비중:
(’15) 50% → (’16～) 50%이상

◎

(‘16) 달성

지속 추진

후속 R&D 지원
확대

유망기술 발굴에서 기술이전‧사업화까지
부처간 협업 활성화

○

(18) 사업화지
원과제 확대

지속 추진

중장거리형 창업
확대

연구소기업 수:
(’14) 53개 → (’17) 400개 → (’20) 1,000개

○

(‘18) 704개

지속추진

출연연의 특허관
리 역량

특허∙기술이전 교육 의무화(연1회)

○

(‘18) 정기교육

지속추진

보유특허
다각화

출연(연) 특허활용률:
(’14) 31.3% → (’20) 40%

○

(‘18) 35.1%

지속추진

2. 시장친
화적 연구
관리와 평가
결과‧예산
반영

3. 단절없는
기술이전‧
사업화체제

4. 특허창출
역량 강화

활용

패밀리기업 수:

(‘19) 시스템

합구축 추진

-

통

(‘18) 5,979개

지속 추진

5. 중소중
견 기 업
R&D기반
성장지원

공공(연)의 중소
기업 지원 강화
출연연 보유장비
공동활용 제고

출연(연) 연구장비 공동활용 허용률
(’14) 47% → (’20) 80%

○

(‘18) 75.6%

지속추진

6. 대학‧
출연연
성과활용전담
조직정비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 일원화

지원사업 일원화 및 운영(’16)

○

(‘18) 운영중

지속점검

산학융합지구
확대 등

산학융합지구 지구 지정: (‘15) 10개

7. 기술료
제도탄력운영

기술료 및 국내
우선실시제도 등 개선

규정 개정 및 가이드라인 반영
(～‘17)

8. 기술이전
활성화 등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규정 개선

현장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17)

◎

규정개정
(기술촉진법)

연구성과 수집
체계 일원화

시스템 개선 및 적용(～’16)

◎

(‘16.11) 포털 구축

지속추진

연구성과 등록∙기
탁률 제고

연구성과 등록∙기탁률:
(’08～’13) 57% → (’20) 80%

△

생물자원 등
등록‧기탁률 미흡

등록∙기탁률
제고 필요

R&D 전주기 정보
및 활용중심 서비스

NTIS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15)
및 시행(’16～’20)

◎

(‘15) 수립‧시행중

-

9. 연구성과
수집‧관리
체계 개선
10. R&D
정부3.0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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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73개 → (’17)5,000개 → (’20) 6,000개

출연(연) 지원 수출 중소기업 수:

○

-

(’13) 77개 → (’17) 200개 → (’20) 300개

지속추진

→(’18) 25개

◎

(‘16.6) 가이드라인

배포

지속추진

별

붙임2-2
추진과제

1-1.
시장 ‧수요
가치 중심
R&D 기획
강화

1-2.
시장
친화적
연구관리와
평가결과 ‧
예산반영

2-1.
단절없는
기술이전 ‧
사업화
체제
활성화

첨

부처별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세부 이행 현황
’19년
목표

실적

’20년
목표

자유공모형․품목지정형 과제
비중

60%

54.9%

60%

산업부

수요자 참여형 신규과제 지
원(비율)

15%

15%

-

환경부

산업수요 기획과제 비중

45%

50%

55%

사업기획 과제 수

5건

7건

8건

등록특허 SMART 평가등급
(단위: 점)

4.1

조사중

4.2

정부출연금 1억원당 누적매
출액 (단위: 억원)

2.2

조사중

2.26

국민생활연구활성화

공공조달연계형 국민생활연
구 실증‧사업화

신규과제 8
개

9개

11개

과기
정통부

CT기반조성-CT사업
기획 및 전략수립,
CT과제기획 및
진도점검

품목지정형 신규
지정공모 과제 비중

80% 이상

83.3%

80% 이상

문체부

연구 관리 시스템 표준
화 추진

연구관리시스템 표준화

연구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세계획
수립

식약처 R&D 운영 효율
화를 위한 연구관리지침
개정

연구관리 지침 제·개정 건수

2건

2건

2건

식약처

보건복지부 연구개발과
제 관리절차 개선

연구개발과제 관리 규정·지침
개정 건수

1건

3건

1건

복지부

출연(연)
패밀리기업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CT기반조성-문화기술
사업화 촉진

기업 수요발굴

500

544

500

보유기술 매칭

250

524

300

과기
정통부

후속 R&D 지원 예산
비중

1,4%

1.53%

1.4% 이상

문체부

기술이전(건)

1,300

1,310

1,350

사업화성공률(%)

42.7

42.7

42.9

기술금융(억원)

500

557

600

상담 및 컨설팅(건)

1,800

2,043

2,200

보육업체 매출액(억원)

969

1,006

1,308

종자보급량(톤)

1,763

1,829

2,250

종묘보급량(만주)

85

90

110

지원금 1억원 당
기술이전 건수

1.5

1.64

1.6

부처 추진 과제명

성과지표

기업 R&D 수요가 반영
된 기업주관형 과제 확
대
수요자 참여형 신규과제
기획·운영
해양수산 연구기획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
발

농업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연구산업육성사업

정보화전략
계획(ISP)/
통합
업무재설계
연구지원
(BPR)/
시스템
정보시스템
1차년도 개발
마스터플랜(I
SMP) 수립

부처

해수부
중기부

과기
정통부

농진청

과기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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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목표

실적

기술정보 DB 구축 건수

6,000

6,050

6,300

정보시스템 연계 수(건)

42

42

44

정보제공 및 이용건수(건)

296,000

313,000

330,000

기술은행 구축‧운영

기술정보 이용자(명)

-

1,669,477

2,000,000

기술은행 기술정보
DB 제공 확대

기술은행 기술정보 DB
제공 확대
연구소기업 설립 수(개)
참여기업 과제
매출액(억원)
신규고용인원(명)
기술이전건수(개)

550

739

900

170

187

210

1,331

1,505

1,704

1,320

1,509

1,696

150

174

200

70개

70개

98개

2.2

-

2.26

4.1

조사중

4.2

TLO 역량강화 교육

2

2

2

특허활용률

37%

36.3%

40%

유망기술홍보자료(SMK)
제작 건수

40건

40건

40건

기술이전 건수

1,300

1,310

1,350

35

57

60

31

37

34

복지부

출연(연) 패밀리기업 수(개)

5,990

6,075

6,000

과기
정통부

사업화 매출액(억)

32.9

49.94

13.92

인증 및 신뢰성 검증실적(건)

6

27

2.54

정부지원금 1억원당
원가절감액(억원)

6.08

12.35

6.14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백만원)

0.11

0.11

0.11

차년도 연구개발성과 연계율

25%

25%

25%

시제품개발성공률

90%

97%

90%

지원제품 전년대비
매출증가율

50%

50%(P)

50%

성과지표

미래기술마당 구축ㆍ
운영

농식품R&D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운영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 추진

2-2.
고부가
가치
특허창출
역량 강화
및 활용
다각화

공공연구성과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실험실 창업팀 발굴·지원

창업성장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1억원당
누적매출액(단위: 억원)
등록특허 SMART
평가등급(단위: 점)

출연(연)
IP관리역량 강화
출연(연) 보유특허
활용 방법 다각화
농식품 미활용
특허의 사업화 촉진
농식품분야 지식재산활
용 극대화 및 사업화 지
원 강화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운영 등
출연(연)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2-3.
중소중견
기업
R&D기반
성장지원

해양수산 사업화 R&D
지원

공정·품질 기술개발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

326 • • •

’19년

’20년
목표

부처 추진 과제명

1실 1변리사 지원
연구실
국내외 특허 출원 사전
심의건수

부처

농진청

산업부

과기
정통부

과기
정통부
중기부
과기
정통부
과기
정통부
농림부
농진청

해수부

중기부

농진청

별

추진과제

부처 추진 과제명

중소기업 중심의
산림산업화 R&D
투자 확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
량강화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및
대형실험센터
공동활용 지원
융복합 기술 교류
촉진
2-4.
대학 ‧
출연연
성과활용
전담조직
정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
업

3-1. 제도
탄력운영

ㅡ

3-2.
기술이전
활성화 등

4-1.
연구성과
수집 ‧관리
체계 개선

4-2.
R&D 정부
3.0 제고

’19년
목표

실적

’20년
목표

지원제품 전년대비 수출증가
율

50%

50%(P)

50%

사업관련 매출발생 비율

50%

60%(P)

50%

중기벤처부 주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실적(억원)

40

47.2

50

R&D기획지원 연계 과제
사업화 성공률

0.465

조사 중

0.465

정부지원금 1억원당 매출액

1.6

조사 중

1.7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66

66

66

중소기업의 국토교통 대형실
험센터 공동활용

177

177

177

참여기업 사업화 성공률

0.32

0.671

0.33

참여기업 매출 증가율

0.03

-

0.04

참여기업 고용 증가율

0.07

-

0.08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도

27.82

조사중

27.82

정부지원금 1억원당 과제 매
출액

6.01

조사중

6.01

정부지원금 1억원당 기업의
순 고용인원

3.1

조사중

3.1

ㅡ

ㅡ

ㅡ

ㅡ

ㅡ

공동관리규
정 개정

공동관리규
정 개정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과기
정통부

성과지표

국가R&D공동성과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물의 3자 기술실시 보상 확대 및 관련 규정
기회 확대방안 마련
일원화

부처

산림청

중기부

국토부

중기부

중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신품
종(실물) 성과물 기탁관
리

신품종 성과물 기탁

50

39

100

농진청

연구성과정보 수집
및 활용체계 개선

정보시스템 공동활용
확대

12개 기관

12개 기관

13개 기관

복지부

우수성과사례집

1

1

1

성과통계집 마련

1

1

1

연보 발간

1

1

1

성과창출 컨설팅 제공

-

-

연구성과 관리 체계 개
선

첨

식약처
10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용자 만족도

78

80.83

78

이용자 접속 건수

51.5만건

61.2만건

51.5만건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 사업

NTIS 이용자 활용도(점)

85

90.3

89

농진청
과기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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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부 성과평가정책국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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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정책과
노승현 사무관
전 화 : 044-202-6923
E-mail : ohu1919@korea.kr

별

붙임3

첨

심층 추적조사 인터뷰 전문

1) 초고속 광가입자 기술 개발(’06년 선정) : 1유형, 정보전자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5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 등 무선(이동통신) 구간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가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유선 구간 즉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전화국 간 연결이나
가입자 댁내로 연결되는 가입자망의 유선 구간은 10G급으로 더욱 빠른 인터넷 접속속도가
필요하여 10기가 인터넷을 위한 초고속 광인터넷 기술개발이 진행되었음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GPON 기술이전 업체 애로기술 밀착 지원을 통해 국내외 GPON 시장 창출

‑ LS전선, 넷비젼 텔레콤 등 GPON 기술이전 산업체에 대해 애로기술 밀착 지원으로 하향
2.5Gbps / 상향 1.25Gbps GPON 시스템 상용화 성공

‑ 2007년 6월 하나로텔레콤 BMT 및 2007년 하반기 광주광역시 2천회선 국내 최초 망 구축
예정 (LS전선)

‑ 중동/유럽 등 국외시장 개척 중에 있으며, 일환으로 금년도 상반기 쿠웨이트 GPON 시
스템 수출 계약(LS전선) (전자신문, 2007.7.20)
○ 기가급 WDM-PON 상용화 성공

‑ 코어세스 및 에스인포텍 등 기술이전 산업체의 파장 재활용 방식의 기가급 WDM-PON 상
용화 애로기술 밀착 지원

‑ 2007년 9월 KT BMT
‑ 2007년 하반기 서울 근교 및 광주광역시에 기가급 WDM-PON 초기 공급
○ 2007년도 국내 FTTH 공급 회선 수 : 23만8천회선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국내 산업체들의 비즈니스 영역이 거의 국내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어서(국내 시장은 전 세
계 시장의 2% 이내로) 제한적인 국내 시장만으로는 국내 장비 산업체들에게 매출 신장에 한계
가 있었음
○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확보가 중요 하나, 장
비 산업체들이 주로 중소기업으로 글로벌 초기 시장 창출 및 초기 시장 확보 등 글로벌 시
장 진출에 큰 제약이 있었음
○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및 무역 마찰 등으로 국내 장비 산업체들에게 글로벌 진출의
기회가 열리고 있으며, 기업 매출의 70~80%가 외국에서 예상되는 기업체가 생겨나고 있음
○ 시장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조정의 융통성이 필요하나,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과제
성립 초기에 개발하기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연구자 중심 목표관리라기보다는
연구사업 관리기관 중심 관리의 경직성으로 국가 예산 낭비의 위험(아직 시장 상황이 무르익
지 않은 기술을 너무 빨리 개발하여 자원을 낭비하는 등)을 내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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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술 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차
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정부차원에 지속적으로 초고속인터넷 1등 국가,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장 빠른 나라
구축을 위해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통신사업자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광인터넷포럼
(KOIF)’ 등 전문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 점이 사업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음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외부 시장 환경 악화, 협력 산업체의 경영애로,
핵심 연구자 퇴사 및 잦은 부서이동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차세대 네트워크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광가입자망 기술은 정부의 u-IT839 정책의 핵
심 인프라 기술로서 광케이블/광부품 제조업체, 콘텐츠 업계, 홈네트워크 단말 시장 및 통
신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큼

‑ 이번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매출 성과는 초고속 광가입자망 기술의 시장 수요 기반으
로 예측하면, 2011년까지 누적 2조 385억원~3조 4,708억원. 또한 관련시장(광선로 및 광
부품, 콘텐츠, 홈네트워크 장비 등)의 창출효과는 2011년까지 작게는 10조 4,291억원에서
크게는 38조 7,5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출처 : FTTH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분
석, 광운대산학협력단, 2006.7)
○ 과제 종료 후 현재 시점의 파급효과를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당시 파급효과 분석까
지는 진행했으나 실제 실현되었는지는 추가 연구가 없다면 산출이 어려움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
○ 본 성과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일 것이며, 본 기술을 활용한 기업도 수혜자가 될 것임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본 사업은 적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FTTH 핵심부품/모듈/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개발, 적시에 산업체 배포 및 기술이전

‑ E-PON 핵심 기술 및 시스템 기술은 국내 주요 통신장비 제조업체(서울통신기술, 동원시
스템, 넷비전텔레콤 등)에 기술이전하여 해당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 국내 주요 통신사업
자의 BMT 시험을 통과하여 2005년말부터 광주지역에서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용서
비스를 제공

‑ WDM-PON 핵심 기술은 2005년까지는 광부품 전문회사(페타커뮤니케이션, 옵토온 등)에
기술이전하여 해당 기업을 통해 광부품 판매가 이루어졌고, 2006년부터는 광부품 이외에
시스템 기술을 통신장비 제조업체(코어세스, 에스인포텍 등)에 기술이전하여 국내외 FTTH
상용망에 적용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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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통신방송 융합 액세스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외 기업체에 기술
을 이전하였고, 2006년부터는 ATCA 기반 액세스 플랫폼 기술을 주요 통신장비 제조업체
(콤텍시스템, LS전선 등)에 기술을 이전하여 해당 기업을 통해 G-PON 시스템, AON 시
스템 등의 상용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외에 통신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 개발 제품에 대해 기술시범 서비스 및 상용 서비스 추진을 통하여 결과물의 상용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

‑ BcN 구축 및 FTTH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 결과의 산물인 E-PON 시스템을 이용한 FTTH
인프라 및 기술을 검증하고 BcN 기반의 고품위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콘텐츠 개발을 목
적으로 광주 첨단지역에서 100가구를 상대로 시범사업 수행

‑ 광가입자망 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 제정, 개발 제품의 망 적용 계획 수립, 개발 제품에 대
한 망 차원의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신규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구축

‑ 산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레퍼런스, 노하우 확보를 통해 국내 및 세계 시장 진출 역량 강화
○ FTTH 핵심기술(MAC칩, E-PON 광모듈, WDM-PON 광모듈) 기술의 확보를 통해 FTTH
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국제 표준화는 산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국내표준화는 TTA, 국
제 표준화는 IETF, IEEE, ITU-T 등을 통해 추진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니셔
티브 역할 등)
○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하고 저가화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전국민이 비교적 저가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 농촌간, 또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정보격차(디지털 디바이드: Digital Divide) 해소를 용이하게(저비
용으로 많은 가입자/수용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
○ 유무선 광대역 통신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우리나라는‘세계에서 가장 잘 연결된 나라
(Pew Research, 2018)’로 자리매김 하고, 2018년 12월 마침내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초연결 통신기술로 세계를 선도함

2)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시스템 FromTo K-E/PAT 개발(’06년 선정) : 1유형, 정보전자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주)윕스에서 전 분야 한영 특허문서 시스템 기술을 이전하였으며(’13년), 이 기술을 이용하
여 ㈜윕스가 보유한 한국어 특허문서들을 영어로 자동으로 번역하여 한국어 특허에 대한 영
문 특허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음
○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 시스템의 핵심요소 기술을 기반으로, 영한 자동번역, 중한 자동번
역 기술을 개발하여 언어를 확대하였으며, 문서 자동번역 기술에서 대화체 자동번역 기술
로 확대 개발하여 이를 음성통역 서비스에 적용함
○ (주)윕스에서 영한 특허문서 자동번역 서비스 오픈함(’12년)
○ 기존의 규칙 기반의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 기술에 대해, 최근에 딥러닝 기반의 신경망
자동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 개선을 추진함
○ (주)윕스에서는 영한/중한 신경망 자동번역 기술을 추가로 기술을 이전하여(’18년, ’20년),
이를 기반으로 신경망 기반의 영한/중한 특허문서 자동번역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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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후속과제명

‑ 응용특화 한중영 자동번역 기술 개발('06~'08)
‑ 한중영 대화체 및 기업문서 자동번역 기술 개발('09~'11)
‑ 지식학습 기반의 다국어 확장이 용이한 관광/국제행사 통역률 90%급 자동 통번역 소프트
웨어 원천기술 개발('12~'15)

‑ 지식증강형 실시간 동시통역 원천기술 개발('16~'20)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구글의 무료 전략이 산업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됨
○ 본 사업단은 다행히 ㈜윕스(특허정보회사)에 기술을 이전하고 최근에도 신경망자동번역 기
술을 업데이트하여 기술의 직접적인 가치 창출(기술이전)에 성공했으나, 타 분야에서는 가
치 창출이 어려워 보임
□ 해당 기술 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차
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해당 분야는 즉각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구글의 무료정책 때문)
○ 때문에 근시안적 시각이 아닌 중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정부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투자를 지원해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 특히 언어지능 분야에 구글의 무료화 전략은 개별 지역이나 국가의 산업형성을 저해하므로
정부의 지원없이는 연구개발이 불가능함
○ 먼 훗날 구글이 무료화 전략을 철회하거나 축적된 데이터베스르를 토대로 신규 사업에 진
출할 때 우리의 준비가 미흡하다면 기술적·산업적 관점에서 식민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언어지능분야 기술에 대한 투자는 ROI 관점이 아닌 식량안보나 교육정책에 준하는 관점에
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실례로 ㈜윕스는 특허정보의 번역에 본 기술을 사용하며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사용자 사
전)를 구축하여 보다 정교한 번역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독보적인 시장 경쟁
력을 제공하고 있음
○ 즉, 본 기술을 사용하며 축적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사용자 사전)가 기업의 자산이 된 사
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방어함
○ 언어지능 분야는 단순한 기술력 확보의 관점이 아닌 문화적·기술적 종속을 회피하는 관점
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외부 시장 환경 악화, 요구 기술의 변화(신기술 출
현) 및 시장 미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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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 시스템은 현재 특허청에서 외국 특허심사관들을 위해 서비스되고
있음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유럽에서 국제특허출원 심사 시 반드시 한국특허를 참조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결정에 모든 한국 특허문서가 영어
로 자동으로 번역, 제공된다는 사실이 큰 역할임

‑ 향후 법률시장 개방화를 앞두고, 본 시스템이 미칠 직·간접적인 경제적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특허문서 자동번역 서비스 확대 적용: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 서비스 계속 진행, 영한 특
허문서 자동번역, 중한 특허문서 자동번역 기술을 추가 개발하여 상용서비스를 추진함
○ 음성통역 서비스로 확대 발전 : 한영 특허문서 자동번역 기술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대화체
자동번역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음성 통역 서비스로 확대 적용함

‑ (지니톡 대국민 서비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통역기 “지니톡” 개발 및 대국민 무료
서비스 실시함('12년~'15년)

‑ (평창동계올림픽 자동통역 공식 서비스) 지니톡 대국민서비스를 통하여 성능개선을 도모하
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한컴과 함께 한/영, 한/중, 한/일, 한/스, 한/프, 한/독, 한/
러, 한/아랍어 등 총 8개국어 자동통역 기술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였으
며, 국내 IT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제고함('18년 2월)

3) 개방형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LBS) 핵심기술 개발(’06년 수상) : 1유형, 정보전자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위치기반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자에게 공
개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를 다루다보니, 제약사항도 발생하게 됨

‑ 위치기반서비스 생태계 참여자들 간에 공유되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해킹되거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

‑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방문 장소, 상품ㆍ서비스 거래 및 결제, 참석
이벤트 등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고 오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존재 등
○ 당시 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의 이용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
모하는 한편, 위치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건
전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을 통해 개인정보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위치정보
DB를 활용할 수는 연구환경에 제약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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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2020년 1월에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데이터 3법 개정안(발의는
'18년 11월)이 통과되면서 데이터 수집·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을 기대, 다양한 연구와 서
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파악
○ 다양한 이동통신망과 TTA, OGC 표준 기반 상호운영성을 지원하고, 위치제공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방형 LBS 플랫폼 및 관련 기술은 개인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정
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내외 측위기술 개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기술 등 관
련 법제도 및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음

‑ 특히, 인천 소방방재본부와의 "현장정보지원 모바일소방시스템" 시범사업으로 재난문자, 긴급
구조 등 재난, 위험 상황에서 위치정보기반 재난안전서비스 확산의 시초 역할을 하였음

‑ 2017년 부터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는 1m급 정확도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전
세계 어느곳에서나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위치기반 개인비서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개방
형 위치공간 인지증강 서비스 플랫폼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함
○ ㈜리얼타임테크에 기술이전된 공간 및 이동객체 DBMS 기술은 KAIROS Spatial, KAIROS
MO 제품으로 상품화에 성공하였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
음
○ 이후 진행된 과제인 u-GIS 공간정보 처리 및 관리 기술 개발(국토부) 과제에서는 기개발
된 이동객체 DBMS를 기반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3D 공간DBMS
및 3D 공간정보기술을 확장 개발하였으며, 현재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3차원공간정보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의 탄생에 기술적인 시초 역할을 하게 되었음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위치기반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산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
한 보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악용 시 처벌 등에 대한 법ㆍ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함
○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강화되면서 LBS 관련 산업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못
해 아쉬운 점이 많았음
○ 이외에 IT839전략에서 LBS가 포함되지 않아 연구원 특성 상(PBS방식) 개발의 연속성을 갖
고 가지 못해 어려운 상황도 있었음(추후 u-IT839전략에는 포함됨)
□ 해당 기술 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차
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국내의 위치기반 서비스는 주로 3개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서비스가 근간을 이루고 있었
으며 위치기반서비스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모든 업체들이 통신사업자의 공급 전략에 따른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컨텐츠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었음
○ LBS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련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높은 관심과 함께 무선인터넷의 새로
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부각되고,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LBS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
는데, 친구 찾기나 쿠폰제공 등의 일반가입자용 LBS와 물류, 보험, 택시 등 법인고객을 대상
으로 하는 LBS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음
○ 우수성과 선정 이후에도 정부에서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권 부여 등의 입법 지원과 사
회 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노력 등은 후속 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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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외부 시장 환경 악화, 요구 기술의 변화(신기술 출
현) 및 시장 미성숙, 후속 연구 및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 지원 부재
○ 외부 시장 환경 악화, 요구 기술의 변화에 대한 애로사항을 부연 설명하자면, 개인정보 보
호에 대한 이슈가 강화되면서 LBS 기반 산업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의미함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긴급행정 서비스의 하나로 이 위치기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
상됨

‑ 통신사 간 위치정보 콘텐츠의 호환성 및 재사용성을 높임으로써, LBS 응용 시스템 개발
비용의 절감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공공적 기여(119, 112 등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며, 본 성과는 통신
사마다 위치기반 정보가 연결되지 않아 한번에 해당 정보를 갖고 올 수 없었던 문제를 개방
형 LBS로 개발한 것이며, 이후 LBS 기술의 문제점(오차 범위 보정 등)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했음
○ 2005년에는 개발된 위치기반서비스(LBS)가 국내 최초로 인천 소방방재본부의 소방시스템에
시범 도입되었으며(해당 시스템으로 소방차 내에서 단말기의 소방 시설물 검색이 가능, 화
재 현장 인근의 소화전을 바로 검색해 지원 가능) 모바일 소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소방차의 위치 파악뿐만 아니라 실시간 통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음
○ 특히 실내 및 산악에서는 파악이 어려웠던 위치정보를 오차보정 등의 연구를 통해 GPS모
듈에 탑재(중계기 등을 활용)하여 실내에서의 정밀도를 향상시켰음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
○ 수혜자의 경우 1차 수혜자는 기업이며 2차 수혜자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대
국민이라 할 수 있음
○ 수혜분야 및 활용가능분야는 위치기반서비스, 공간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임.
대국민 서비스(재난, 119, 112 등)도 수혜분야라 할 수 있음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휴대전화 기반 위치정보서비스로 위급 및 긴급한 상황에서 재난안전서비스 제공으로 감염
병 관리, 재난안전, 노인 복지 등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특히, 이동객체 DBMS 기술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동선 추적 관리에서 요구
되는 대규모 이동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의 근간으로 활용 가능
○ 기존 DBMS에 공간정보 처리에 특화된 공간 DBMS 및 이동객체 DBMS 상품화로 국내
DBMS 분야 핵심 원천기술 발전에 기여함
○ 시계열 이동체의 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이동객체 DBMS 기술은 코로나와 같은 이동객체
관리가 필요한 재난안전서비스의 핵심 기술로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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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차원 공간정보에서 보다 실감있고, 현실적인 공간정보로 발전시키기 위한 3차원 공간
정보 관리를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 기존 2차원 공간정보를 3차원 공간정보로 확장하기 위한 기술적인 근간으로 활용되었으며,
3차원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의 실감형 디지털트윈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음
○ 본 과제의 후속 과제로 개발된 보행자 정밀 측위 기술은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의 IoT 서
비스 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2019년 GiGA 지오펜싱 플랫폼 유지 보수 사업 등에 활용되
어 성공적인 올림픽 수행에 기여함
○ 최근 LBS 시장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예를 들어, 보
험ㆍ증권ㆍ보안 업체 등의 시장참여가 예상되고 이는 LBS가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라는 기
존개념에서 GPS, GIS, ITS 등을 활용한 폭넓은 응용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텔레매틱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자동차업체들의 시장 참여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
되어 다양한 산업들의 참여를 통한 거대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LBS 시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하지만 높은 국내 이동통신 기반
인프라 수준,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시장 확대, 이용자들의 LBS에 대한 이용요구 증가, 신
규 서비스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할 때 국내 LBS 시장의 성장 가능
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니셔
티브 역할 등)
○ 재난, 소방 등 공공서비스에 기여했을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맵, 마스크
맵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간접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외에 독거노인을 위해 도시락 등을 배달하거나 응급안전알림 등에도 위치서비스가 활용
될 수 있으며, 데이터 댐 사업(국가공간정포털)이 보다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를 연계·활
용할 수 있도록 구현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의 경우 다양한 구현 기술이 필요하지만 모든 사물의 위치정보가
요구되기에 해당 기술에도 본 성과의 기술이 유용할 것임

4) 세계 최초 3.9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08년 선정) : 1유형, 정보전자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이동통신분야의 연구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동통신 관련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연구를 지속하는지 의문시될 수 있으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요구
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 4G → 5G → 6G로 이동통신 세대 간 요구되는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함을 감안해
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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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본 기술을 연구개발 시 전세계의 이동통신기술은 3GPP와 3GPP2의 표준으로 양분되어 있
었는데 우리는 3GPP의 표준화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하였으며 지금은 3GPP로 전세
계 이동통신기술이 통일되어 있음. 그리고 3GPP기술을 기반으로 4세대, 5세대 등으로 진화
하고 있음
○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계속적으로 4세대, 5세대, 6세대 이동통
신기술을 연구개발 중으로 이 과제가 우리 이동통신기술의 선진화에 밑거름이 된 과제였다
고 생각함
○ 본 과제를 시작하던 시기에는 LTE기술을 주도하는 국외 기관과 기술 격차가 1년 이상이고,
3G evolution 관련 국제 표준 전문가도 부족하였고 핵심 원천기술보다 시스템 개발 기술
위주로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3GPP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연
구 개발한 핵심원천기술을 표준에 반영하는 등 국내외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4세대, 5세대 이동통신기술을 성공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었음
○ 또한, 지금은 ETRI가 이동통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전세계 이동
통신 연구자들이 인지하고 있음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연구원 특성 상 정부과제를 수주해야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 연구의 지속성
을 확보할 수 없음. 예산 미확보로 인력 손실(전보 등)된 경우 연구 지속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 과거 TDX(전화 교환기) 개발에도 참여했는데 당시 삼성, 금성, 현대와 공조하여 연구를 진
행, 즐겁게 연구한 기억이 있음. ETRI가 기술개발의 첨병 역할을 했으며 기업들이 상용화 판
매 루트를 개척했었음. 반면, 요즘에는 기술개발인력 확보가 과거보다 여의치 않아 상대
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 해당 기술 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차
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LTE, LTE-A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기존 개발 목표에만 집중하지 않아 시대적, 기술적, 사
회적 흐름을 감안, 개발 목표의 무빙타겟을 통해 유연하게 기술개발할 수 있도록 소통한 것
이 많은 도움이 되었음
○ 과거 LTE연구과제에서 LTE-A를 구상하여 개발하는 등 이동통신분야는 롤링플랜이 반드
시 필요함
○ 이외에 개발기술의 사업화도 매우 중요하나, 출연(연)인 ETRI가 핵심원천기술 연구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기술 활용에 많은 기여가 될 것임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외부 시장 환경 악화, 요구 기술의 변화(신기술 출현) 및
시장 미성숙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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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지식재산권 및 핵심기술 지식재산권은 기술료 창출과 해외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할 것임
‑ 2010년부터 LTE단말 세계시장이 형성되고 우리나라가 LTE 단말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2010~2014년 약 13조원의 생산유발과 6.7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약
6.8만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됨
○ 당시 파급효과를 현 시점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우수성과 이후에도 4G, 5G 연구가
지속된 것과 관련 연구자가 연속성있게 참여한 것은 일정 수준의 기술적 파급효과로 볼 수 있음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
○ 수혜자 : 이동통신분야 기업이 1차 수혜자이며, 양산된 제품을 활용하는 사용자(국민)가 2
차 수혜자임
○ 수혜분야 및 활용가능분야 : 통신기반 중소기업, 대기업 등이 1차 수혜분야이며, 5G를 거쳐
6G까지 연구될 계획임을 감안, 이동통신분야뿐만 아니라 관련 콘텐츠(AR, 홀로그램, 자
율주행 등) 분야도 활용가능분야로 설명할 수 있음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본 과제는 연구개발부터 삼성전자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삼성전자에 기
술이전하여 삼성전자가 상용화를 성공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발전에 이바
지하였음
○ 또한, 많은 논문과 특허를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논문 및 특허를 활용함으로써 ETRI 및 관
련 산학 기관의 기술력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함
○ 본 과제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됨으로써 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케 되고
3G폰으로 HD급 대용량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실내외 언제 어디서나 인
터넷서비스, 웹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방송 서비스, IP기반 전화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및
업로드 등 모든 패킷 서비스를 자유로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음
○ 그리고 이러한 연구개발의 결과가 우리나라가 전세계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선도하는데 크
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함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니셔티브 역할 등)
○ 현재까지의 이동통신분야 연구 등을 통해 모바일 핫스팟 네트워크(MHN)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서울지하철 무선랜 통신서비스가 구현될 전망임을 감안, 이를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우수성과 당시에는 기술적 성장에 주력했다면 현재는 기술적 성과의 발현으로 무료
와이파이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경감에도 일조한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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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능형 식각종말점 탐지시스템 개발(’08년 선정) : 1유형, 정보전자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디스플레이 산업분야에서 CVD Chamber Health Monitoring장비로 발전되었음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당시 개발했던 연구성과를 개선 및 발전시켜 HMS(Health Monitroing System)신제품 개
발에도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성공, 매출을 달성하였음(자사 홈페이지 참고)
○ 드라이 클리닝과 EI기능(CVD leak 검출) 등 실시간 플라즈마 공정진단 장비로서 디스플레이 산
업 제조공정에 활용 중임
○ 반도체 및 LCD의 식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빛을 측정하여 End Point를 최단기간에 측정하는
실시간 플라즈마 공정진단기술을 국내 최초 국산화하였음. 삼성, LG 등 다수의 고객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국내시장 100%의 점유율을 달성하였음
○ 관련 제품의 차별성 및 우수성

‑ 선폭의 미세화 및 3차원 구조의 소자 생산으로 인해 공정의 난이도가 증가되어 증착, 식각,
세정 등 반도체 제조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라즈마 변수에 대한 측정 및 모니터링의 필
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 (주)쎄미시스코는 제조공정의 변수에 대해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
집 및 분석까지 진행함으로써, 공정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분석하고 고객이 사전
에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제공함

‑ 또한, 정밀한 광학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알고리즘을 탑재한 제품으로 경쟁사 대비 우월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과제의 성과물이 적용될 반도체 산업에는 적용을 못하였으며, 사유를 설명하자면 장비회사가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서임
□ 해당 기술 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소재-장비-최종 수요처(대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이 존재함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외부 시장 환경 악화, 협력 산업체의 경영애로, 행
정업무 진행으로 인해 연구진행 어려움 응답

‑ 추가 설명하자면 장비회사의 내재화에 따른 시장 진출의 어려움이 존재함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지능형 식각종말점 탐지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식각종료점 검출은 생산효율을 극대화하고
과대 식각의 위험성을 줄임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EPD 장비의 국산화를 이룩하여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로 경제적 부
가가치를 창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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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부분 파급효과를 달성했다고 판단되며, 추가 후속 과제가 최근 선정되었음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 과제명 : 반도체 공정 실시간 플라즈마 모니터링용 다채널 분광시스템 개발
· 개발기간 : 2020년 ~ 2022년(3년)
· 참여기관으로 기술개발 중임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국내 최초 국산화 성공으로 인한 수입대체효과 및 국산화율 제고
○ 차별화된 공정관리 기술 및 최적화를 통한 제품 수율 증대/ 비용 절감 효과 달성
○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미세공정 관련 혁신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선점 효과
○ 진공공정 원천기술의 적용 확대에 따른 부가가치 및 타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
○ 국내외 시장점유율 확보 및 장비개발로 인한 고용 창출 및 투자 확대
○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핵심 기반 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진공공정진단기술 인력 양성 및
지식정보 확산
○ 반도체 부품/장비산업 성장에 발판 마련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니셔티브
역할 등)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AI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AI를 이용한 실시간 예외사항
예측하는 검사장비 등에 활용될 수 있음

6)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 개발(’08년 선정) : 1유형, 정보전자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딥러닝 및 AI의 등장이 가장 큰 변화였으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해당 분야의 변화는 딥
러닝 이전과 딥러닝 이후로 구분될 수 있음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기술 및 성능 개선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Nuance 기술 대비 차량용 단말 내장형
음성인식 엔진에 대한 지속적인 성능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 세계 최초 45만 어휘 내장형 음성인식 기술 상용화
‑ 2008년 : 국내 최초 내수용 자동차에 한국어 음성인식 기술 사업화
‑ 2011년 : 세계 최초 150만 어휘 내장형 음성인식 기술 상용화, 주소인식 등 연속어 음성인
식 기술 상용화 (음성인식 엔진의 정확도, 메모리 사용, 처리 속도 등 개선)

‑ 2014년 : 세계 최초 450만 어휘 내장형 음성인식 기술 상용화 (음성인식 엔진의 정확도,
메모리 사용, 처리 속도 등 개선)

‑ 201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후속연구 우수상’선정, 장관상 수상 : 내비게이션 시스
템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 개발

‑ 2015년 : 단말내장형 딥러닝(DNN) 기반의 음성인식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적용 시작, 서버
형 음성인식 기술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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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세계 최고 수준의 딥러닝 단말 내장형 음성인식 기술 상용화 후속 과제명 반영
‑ 모바일 플랫폼 기반 대화모델 적용 자연어 음성인터페이스 기술 개발('10년 03월 ~ '15년02월)
‑ 언어학습을 위한 자유발화형 음성대화처리 원천기술 개발('15년 03월 ~ '19년 02월)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딥러닝 이후에 기술변화 속도가 정말 빨라졌으며 요즘은 연구하는 것보다 어떤 기술이 등
장했는지 혹은 연구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음
○ 신기술 등이 등장한다면 신속히 해당 기술을 적용해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최
대 장애 요소는 우수한 연구자를 영입하는 것임
○ 국내 최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수여 후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기관으로 취업해 줄
후배들을 찾는 것과 같이 연구할 동료가 필요한데 순수한 연구 열정을 가진 동료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임
○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분야의 상업적 가치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국내 유수의 대기
업에서 능력있는 연구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상업성만을 위주로 연구하는 것과 본질에 가까운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
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해야 할 부분임
□ 해당 기술개발 시 정부 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 차
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연구원 후배들에게 보다 좋은 처우가 보장된다면 순수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국가 역량으로
발전된다고 생각됨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외부 시장 환경 악화, 요구 기술의 변화(신기술 출
현) 및 시장 미성숙 응답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국내 내비게이션 산업에 음성인식관련 첨단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내비게이션 산업의 활성
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휴대폰 및 텔레매틱스 단말기의 시장규모는 2011년 2,500억불로 예상되며(Gartener, TRG
2006) 이 중 음성인식 시장 규모를 2%로 산정할 경우 50억불 규모에 달하고 세계 음성
인식 시장의 5%를 점유할 경우, 연간 2.5억불의 시장 창출이 가능함

‑ 지능형로봇, 텔레매틱스, IPTV, 홈네트워크 등에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기존 서
비스의 고품질화, 매출증대, 산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과제 종료 후 실제 실현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웠음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파악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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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주)파인디지털의 내비게이션 단말기인 '파인드라이브' 시리즈에 대한 출시, 상용화 밀착 지원,
현재까지 지속 업그레이드 지원

‑ 2014년까지 매출 약 580억원 (약 193,000대 판매, 대당 평균 30만원 산정)
‑ 2015년이후 매출 약 650억원 (약 217,000대 판매, 대당 평균 30만원 산정)
‑ 음성인식 기술적용으로 인해 국내외 경쟁사 대비 매출 및 판매량에서 국내 1위 달성, 매
출 및 기업의 채산성 개선 효과
○ (주)현대기아차의 AVN 단말기에 한국어 음성인식 명령어 인식 출시, 상용화 밀착 지원으로 다
양한 차종으로 확장 적용

‑ 음성을 이용하여 오디오 채널변경, 볼륨조절, 내비게이션의 각종 기능 등을 수행
‑ 내수용 차량에 적용: 2008년 포르테/그랜저/제네시스/에쿠스/모하비 등 적용, 2009년 소
렌토/뉴산타페/투산 등 지속 확장 적용

‑ 기 적용 중인 미국 Nuance 사의 엔진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 로열티 지불료를 혁신적으로
낮춤으로서 기업의 채산성 개선 효과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
니셔티브 역할 등)
○ 몇 년 전만 해도 네비게이션 음성인식 기술이 경제적으로 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나,
이후 네비게이션 자체가 없어지고 있고 이제는 휴대전화가 기능을 대체하는 등 시장이 축
소되거나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음
○ 반면, 성과 기술이 교육이나 복지로 활용·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가치가 큰 일들이 추진되고 있음
○ 교육부에서는 2021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성과 기술이 적용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 초
등학생 영어발음 교정을 교육하여 현지에 가지 않더라도 원어민 발음을 배울 수 있도록 추
진할 예정임
○ 또한, 문체부에서는 해외 이주민이나 새터민, 혹은 다문화가정 2세들을 위해 한국어 발음교
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이주여성 혹은 다문화가정의 언어 소통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한국어 발음 구현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인데, 해당 프로그램 통해 발음을 교정할 수 있어 삷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7) 유비쿼터스 건강관리용 모듈/시스템 개발(’09년 선정) : 1유형, 정보전자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과제 실적

‑ SCI논문 44편, 특허등록 국내 42건, 국제 38건, 기술이전 35건, 기술료 2,147백만원
○ 과제 시작 시 u-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반면, 정책적으로 원
격진료가 이슈로 존재하여 사업화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나, 지금은 비대면 헬스케어로 또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됨
○ 개인건강관리용도인데 의료기기라는 이슈도 있었음. 처음 구상은 일반 건강관리였는데(의료
기기가 아니었음) 사업화 시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기술이전 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사
업화를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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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로 분류될 경우 해당 업체는 품목 허가도 승인받아야 하며, GMP 제조인증도 필
요한 상황이었음
○ 반면, 2015년쯤 식약처에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을 마련, 의
료기기처럼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제품군이 생성되었음
○ 이외에, 2008년 1월 ~ 2011년 12월까지 본 과제의 결과물 등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범사
업도 추진함

‑ 사업화 과제: 2008년 1월 ~ 2011년 12월 (총 출연금 97.8억원)
‑ 기술개발 본 과제와 연계하여 본 과제 연구결과물을 포함한 정부 R&D 연구결과물의 사
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제

‑ SCI논문 14편, 특허등록 국내 11건/국외 7건, 기술이전 10건, 기술료 564백만원
‑ (시범사업) 대구, 대전, 광주, 경북 등에서 시범사업 진행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개인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힐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힐링 플랫폼 기술을 개
발하여 개인 주도 방식으로 힐링 레코드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러한 힐링 플랫폼 기반으로 개인의 힐링 레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개발하였고
국제표준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힐링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하고 보급함. 또한, 개인 주도 힐
링 레코드관리 및 서비스가 가능한 시제품(Personal Health Cloud APP)을 개발하였음
○ 복수의 시계열 건강정보에 대한 빅데이터에서 건강수치 및 연관된 중요한 건강 특징들을 선
택하여 패턴을 생성하고, 패턴을 학습한 건강수치 예측모델을 구축, 사용자의 미래의 건강
수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장치를 출원하는 등 다수의 논문과 특허를 통하여 국내
외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음
○ 단순히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결과물의 실증서비스를 통한 개발 기술 현장 적용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수행하여 사용성을 확보하였고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로 연구성과 및 결
과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음
○ 의료법 개정과 상관없이 진료기록을 개인건강기록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절
차를 개선함으로써 환자는 끊김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상급종합병원은 정성
적 평가의 향상을, 동네병원은 새로운 환자 유치를,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산업 영역이 생기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기존 성과들과는 활용성 면에서 우수하게 차별화됨
○ 혈액, 질병마커 연구의 경우 혈액을 채취하지 않는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침습하더라도 자
동으로 침습되도록 연구를 진행 중임. 간접적인 성과이나 연구소기업(수젠텍, 진시스템)으로
성장토록 간접적으로 기여함
○ 바이오셔츠의 경우 기업에 기술이전 완료, 제품화 및 매출이 발생하였음. 일부 업체는 제공된
기술과 다른 기술형태로 발전시키는 등 헬스케어 전문기업(쏠미테크)으로 성장하고 있음

‑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추진 및 과제 참여 연구원의 창업(솔미테크)을 통해 사업화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바이오센서의 경우 감도는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재현성 확보를 위한 후속과제가 필요하였음.
반면, 과제 수주를 하지 못해 1년간 중간 공백기가 존재하였음(연구개발 지연)

‑ 현재 완전 자동화된 바이오센서 시스템은 연구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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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셔츠의 경우 개발 후 사업화하려고 했으나, 관련 기업의 미래 전망 및 사업화 의지가
부족, 현재는 다국적 기업에서 제품화를 성공하여 국내에서의 사업화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생각됨

‑ 해당 기업의 사업화 의지 부족으로 대기업 등을 면담하였으나, 미래시장전망 부족으로 기
술적/시장적 선점 기회를 놓침

‑ 현재 다국적 기업에서 제품화하였으며, 벤처,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다수 등장
○ 라이프케어의 경우 원격의료 등 법적,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시범사업으로 제한되어 사
업화에 어려움이 있었음(기술개발 지연 등 포함)
□ 해당 기술 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 2000년 초반에는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부각, 정부도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었음. 이후 대
형과제가 기획되어 일정 기간(4~5년) 후에는 지속적인 지원이 되지 않았음

‑ 특히, 원천기술 개발은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 향후 R&D 추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임
○ 도전적인 과제, 실패할 수 있는 과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함

‑ 일정 부분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신기술 개발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는
신념이 필요함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식약처의 의료기기 분류(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가 제품 사업화에 용이한 환경을 제공했으며,
최근 식약처에서는 신기술을 수용하는 추세로 변모되고 있음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치매, 간질 등 사회적 질병의 지속적인 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이고 규격화된 관리가 이
뤄지고 개인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선진화된 진료 서비스 가능해짐

‑ 저렴한 비용의 유비쿼터스 진단체계 제공되면서 고도의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되고
의료 복지 서비스의 고도화와 효율화가 기대됨

‑ 핵심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으로 고용 증대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와 연계된
체외 진단시장에 국내 기업의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술적 측면에서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지만, 원격의료 허용 등 정책적
환경을 감안하면 산업적 측면의 파급효과는 지켜봐야 될 것임

‑ 원격의료, 개인정보보호, 의료기기 인허가, 신의료기술 인증 등 법적 제도적 한계로 사업화
제한 및 지연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
○ (수혜자) 1차는 기업, 2차(최종)은 국민과 정부라고 할 수 있음. 정부의 경우 의료비 절감 속
도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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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분야) 의료, 헬스케어, 건강관리, 운동 등 다양하고 생각됨
○ (활용가능분야) 의료기기, 웰니스기기, 라이프케어 및 헬스케어 서비스 등

‑ 바이오센서: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현장진단, 진단검사, 개인용 진단기기 등으로 활용 가능
‑ 바이오셔츠: 웰니스 기기로 스포츠 운동관리용, 피트니스용, 체력검사용 등으로 활용 가능
‑ 고령자 라이프케어 시스템: 고령자 독립생활 지원, 독거노인 안심 관리 서비스 등 라이프케어 서
비스에 활용 가능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기술적 측면

‑ 국제표준 기반의 XML 기반 의료정보 교환 및 공유를 위한 기술 확보 및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마련으로 플랫폼간 통합의 기반을 확립 및 상호운용성 극대화가 가능함

‑ 공통 프레임워크는 표준화되고 일관성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지원하고, 경계 설정을
강제함으로써 모듈성(Modularity), 재사용성 (Reusability), 확장성 (Extensibility), 단
순성 (Simplicity), 유지관리성 (Maintainability)의 극대화할 수 있음

‑ 공공 및 개인 임상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환자와 가장 유사한 사례를 검색할 수 있
게 되어 최적의 치료방법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개인의 통합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건강
추이 예측을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 제공함

‑ 통합 플랫폼 개발을 통한 개인별 맞춤 건강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의료정보 핵심
컨텐츠를 확보하며, 높은 수준의 개인별 맞춤 건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임
○ 경제적, 산업적 측면

‑ 고수준의 개방형 통합 플랫폼 개발로 기술적 장벽을 낮춰 신규 기업의 참여가 가속화되고 기
존 개발 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 효과 극대화하며 다양한 힐링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공통
된 기능을 분석 플랫폼에서 제공해 줌으로써 중복된 개발비용 절감, 빠른 시장 진입 실현 및 지
속발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능할 것임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
니셔티브 역할 등)
○ 개인의 경우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독거노인의 건강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병원 중심의 건강관리 데이터가 마이데이터 등
을 통해 개인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됨
○ 의료ICT융합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
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빠르게 늘어나는 의료비의 증가 속도를 완화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또한,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건강 100세 시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임
○ 바이오센서, 바이오셔츠, 라이프케어 시스템 등은 의료ICT융합의 핵심 요소기술로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임

8)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06년 선정) : 1유형, 기계소재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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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 (시험운영) 개발된 한국형고속열차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운행을 통해 실용화 기
반 마련

‑ 한국형고속열차시운전단을 구성하여(‘06.2), 2007년까지 20만km 이상 시운전 완료
‑ 증속시험(최고 시험속도 352.4km/h) 및 총 209개 항목의 성능 입증 및 안정화 시험(누
적주행거리 205,488km 달성)
○ (상용화/실용화) “KTX-산천”으로 국내에서 상용화에 성공

‑ SRT, KTX 호남, KTX 원강 등 다양한 고속철도 노선에 편성되어 운행 중
○ (후속연구)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이 진행
되었으며, 2015년 개발완료 후 안정화 작업을 거쳐 현재 실용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진행 중

‑ 해당 기술개발의 결과도,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미래창조과학부)로 선정됨
○ 과학기술적 우수성

‑ 고속철도 선발국가(프랑스, 일본, 독일)와 대등한 수준의 고속열차 기술력 확보
·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시스템 국산화율 부품수 대비 92% 달성(KTX-산천 국산화율 87%)

‑ 세계 5번째 고속철도 원천 설계/제작/시험기술 보유국가 진입
‑ 독자적 고속철도 설계, 제작 및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 개발된 차량 시스템, 전장 부품, 기계 부품, 열차제어 시스템, 전차선 시스템, 소재 등 주
요부품의 국산화 달성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철도차량 개발과제는 엔지니어링 과제로 기술개발단계에서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
는 사업이었음

‑ 일례로, 후속과제로 개발하였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기본적으로 동력집중식 고속열차에
비해 승객이 느끼는 진동이 클 수 밖에 없었으나, 실용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의 적용과
시행착오를 거쳐 진동을 일정수준 이하로 맞출 수 있었음
○ 기술개발과정 중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개발된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을 위한 장시간의 시
험운행이 필요하나, 시험운행이 가능한 고속철도 철로는 상업운행이 이뤄지고 있어 야간
에 시험을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존재했음
(이 또한, 철로 정비 등을 피하여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해당 기술 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개발된 철도차량의 성능 시험을 위한 시험운전을 위해 국토부 주도 하에 철도공사 및 차
량제작사를 시운전단으로 구성하여 진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조직은 후
속과제(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성능검증에 활용됨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 (외부 시장 환경 변화) 미국, 브라질, 터키 등 다양한 국가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해외시
장 진출은 실패함
- 해외 진출 대상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사업논의를 중단한 사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업에 필
요한 자금조달이 용이치 않았던 것이 주요 사유로 사료됨
(우리나라 외 타 경쟁국과 사업을 진행한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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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2005년에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국제 입찰에서 프랑스 알스톰을 제치고 한국형 고속열차가
선정되어 세계 시장 진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해외의 고속철도 프로젝트에서 활발히 참
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열차 상용화 후 20년간은 생산유발효과 약 26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3조원, 약 16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됨(2006. 4. 실용화예비타당성 조사, 교통연구원)

‑ 철도차량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차량설계와 제작기술을 비롯해 전기, 전자, 신호, 제어,
통신, 토목 등 관련기술도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KTX-산천” 시리즈로 국내에 실용화 되어 예상하였던 파급효과와 유사한 성과를 실현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여러 시장여건 상 해외진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 발생 및 활용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실용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96년 ∼ ’02년) 및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02
년 ∼ ’07년)을 통하여 동력집중식 한국형고속열차 기술을 확보하고 ‘KTX-산천’으로 국
내에서 상용화에 성공

‑ 호남선, 전라선, 원강선, 수서고속철도 등 총 710량 계약
· 2006년 KTX-산천 10편성 계약
· 2007년 KTX-산천 9편성 계약
· 2008년 KTX-산천 5편성 계약
· 2012년 호남고속차량 22편성 계약
· 2014년 원강선(원주~강릉) 15편성 계약
· 2014년 수서고속철도 10편성 계약
※ 1편성은 10량으로 구성

‑ 차량 총 매출액 2조 3천억원 발생
○ 국가사회발전 기여도

‑ 한국형 고속열차 실용화를 통하여 수도권-지방간 활발한 경제·문화·사회 교류 도모로
국가적 경제성장 및 국민적 편의를 증진시키고 수도권-지방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수
준 격차를 해소

‑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국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초고속 이동에 따른 국민의 편익 증진
‑ 고속철도 기술개발을 위한 약 18년간의 지속적인 연구수행 결과로 국내 고속열차 기술은
해당분야 선발 국가인 일본, 프랑스, 독일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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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
니셔티브 역할 등)
○ 전 세계적인 고속철도의 신뢰도 향상으로 관련 철도 산업체의 기술발전 유도로 인한 국가경
쟁력 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

9) 이동형 광대역 위성 VSAT 시스템 개발(’06년 선정) : 1유형, 기계소재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위성통신 시스템 기술을 DVB-RCS2 표준 기반으로 upgrade하여 국외 위성통신 지상장비
산업체와 동등 이상의 기술력 확보하였음
○ DVB-RCS2 기술을 적용하여 위성중계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운용비 절감이 가능하
며, 천리안위성 등 강우에 약한 Ka 대역 위성의 안정적 활용기반 조성이 가능
○ 2000년 초 ETRI는 DVB-RCS 기반의 VSAT 시스템과 DS-CDMA36) 기반의 이동형 VSAT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무궁화 3호 위성과 일본 JSAT 위성을 이용하여 시스템 검증 및 시
범서비스 실시

‑ DVB-RCS 기반의 VSAT 시스템은 국내 VSAT 제조업체인 ㈜펜타미디어(현, (주)ASAT에
기술이전하여 2004년 중동지역에 약 400만불의 VSAT 시스템 수출

‑ ㈜나노트로닉스(현, ㈜ASAT)는 DVB-RCS 기반의 VSAT 시스템을 제작하여 해군/해경의
VSAT 서비스 망으로 운용 중

‑ ㈜ASAT은 2015년 DVB-RCS 기반의 VSAT 시스템을 아프리카 말리에 수출하여 VSAT 서
비스 망으로 운용 중
○ 2008년 ETRI는 이동형 DVB-S2/DVB-RCS 규격 기반의 MoBISAT (Mobile Broadband
Interactive Satellite Access)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부산 인근 해역에서 광대역 이동형
위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연

‑ 광대역 이동형 위성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ETRI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삼성탈레스가 상용화
에 성공하여 2010년 천리안위성을 이용하여 군통신 대상의 OTM37) 서비스를 성공적 시연

‑ 현재 ETRI 포함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넷커스터마이즈, ㈜나노트로닉스(현, ㈜
ASAT) 등 국내 VSAT 제조업체는 세계 수준의 DVB-RCS 기반의 VSAT 시스템 및 모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2015년 ETRI는 ㈜넷커스터마이즈와 같이 국내 최초로 양방향 적응형 2세대 VSAT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천리안위성을 이용하여 검증 및 실험에 성공함

‑ 2세대 VSAT 기술을 ㈜넷커스터마이즈 및 ㈜ASAT에 이전하여 상용화를 완료함
○ ㈜ASAT은 10년 전 ETRI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DVB-RCS38) 기반 VSAT39) 시스템을 상용화
하여 해군/해경 등에 납품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DVB-RCS2 기반 VSAT 시스템을 개발하
였음

‑ ASAT은 2세대 VSAT 시스템을 해군, 국통사에 납품하였고, 홍콩에 수출하였음

36)
37)
38)
39)

DS-CDMA : Direct Sequence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OTM : On the Move
DVB-RCS : Digital Video Broadcasting – Return Channel by Satellite
VSAT :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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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이동통신분야 인프라 구축과 달리 위성의 경우 기본적인 단가 등이 낮아 상대적으로 예산
책정이 낮은 경향이 존재함
○ 개발에 책정된 예산이 낮아, 장비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후된 장비가
오작동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개발해야되는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 반면, 인공위성과 관련된 대규모 정부사업이 계획 중이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 사업, 6세대(6G) 이동통신 연구개발사업
□ 해당 기술 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
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해경, 해군 등을 통해 기술개발 결과물을 활용, 관련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으며 천리안
위성 등을 통해 효율적 운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국내 위성산업 규모는 소규모로 정부지원이 타 분야보다 미비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해외 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선입견도 존재한다고 생각됨
○ 국내 기업이 레퍼런스(개발, 판매 등)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진입부터 이뤄져야하는데 관
련 발주처가 요구하는 스펙(RFP)이 난해한 경우가 있었다고 함
○ 반면, 해경에서 국산 제품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줬다고 판단됨. 해외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
하던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제품이 유입,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함
○ 해외 기업의 경우 보안 등을 고려, A/S도 원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기업은 직
접 방문 등을 통해 많은 신뢰를 형성했다고 들었음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저고도 안테나 관련하여 영국의 21Net사와는 상용화 협력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약 300억원 이상의 장비 수출이 예상됨

‑ 유럽과 미국의 이동 위성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2010년경 약 18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
(Northern Sky Research 2004년 자료) 되고, 그 중 광대역 이동 위성시장이 약 30%라고
볼 때 우리가 시장을 20% 점유한다면 약 1억불 규모의 장비수출이 기대된다. 또한 국방,
경찰, 정부 공공기관, 재난통신, 비상통신 등에 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커질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 유비쿼터스 통신기술로서 지상망이 닿지 않거나 희박한 지역, 또는 파손된 지역에서
의 초고속통신을 가능하게 해 줄 것임
○ 당시 예상 파급효과를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국방 등에 기술개발 결
과물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으며, 한화시스템에서도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
음
○ 또한, 말리 및 홍콩 등에 수출실적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에도 수출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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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
○ 수혜자 : 해군, 해경 → 대국민
○ 수혜분야 : 공공안전확보 분야
○ 활용가능분야 : 군통신, 해경 업무망, 국군지휘통신사령부(PSLT 백홀) 등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해군 위성통신 시스템 적용과 아프리카 말리, 홍콩 등에 수
출하였으며, 국내 위성통신 장비 시장에 해외 산업체가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개발된 위성통신 기술을 통해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 등 정보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화 격차
해소, 비상 재난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능
○ 천리안위성을 이용한 기술검증에 의해 잠재되어 있는 국내 위성체 및 위성 ICT 수요 창출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인증자료 제시 등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함
○ 해외 산업체가 국내 위성통신 장비 시장에 독점하지 못하도록 기술진입장벽을 낮춰, 국산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음
○ 차후에도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
니셔티브 역할 등)
○ 해경은 지상 감시망이 있지만 위성통신망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원활한 업무수행(치
안, 감시 등)이 가능토록 기반을 마련했으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국내 어선
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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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소저장이 가능한 스폰지 구조의 탄소섬유 개발(’08년 선정) : 1유형, 기계소재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본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SCI급 논문 45편, 특허 출원·등록 15건, 기술이전 4건, 6,800만원
이상의 성과와 유관분야 우수인력양성 15명, 일자리창출 5명의 효과를 달성함. 이러한 활발한
연구개발내용을 토대로 수소저장 소재개발 및 수소저장능력 평가분석 기반을 마련하였음
○ 본 연구과제에 머무르지 않고 관련분야 후속연구를 계속하여 진행해오고 있음. 후속 과제로써, "
극세공 구조체의 수소분자 고차배열 기술, KEIT (’10 ~ ’14)”, "수소저장용량 9.0wt.%
이상의 금속/탄소복합소재 및 5.5wt.%이상을 갖는 수소저장 시스템 개발, KEIT(’14 ~ ’17)”을
수행함
○ 위 연구개발을 통해 연구기간 국내 특허 16건, 국외 국내특허 35건 및 국외특허 2건 이상
의 출원 및 등록실적과 SCI급 논문 46편발표, 100편 이상의 학회발표 성과를 달성함
○ 특히, 과제수행 간 개발한 수소저장용 흡착 소재는 상온, 100 bar 조건에서 5.9 wt.% 라는
수소 저장값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미국 에너지성의 2015년 수소저장 시스템 목표인 5.5
wt.%를 넘어선 세계적인 성과임
· 수소저장량: 9.0 wt.%, 수소저장평가 시스템: 5.9 wt.% 이상 (@상온, 100 bar)
· 수소저장체 비표면적 : 3,000 m2/g 이상， 금속분산도 30％ 이상
· 수소저장 흡/탈착 cycle 테스트 250회 이상 완료
· 데모 플랜트 가용압력 100 bar 확보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최근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대
두되고 있음
○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화석연료를 대체함과 동시에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립형 에너지원으로 수
소에너지가 각광받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2018년 수소분야를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
정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19년) 적극적 추진 의지를 표명하였음
○ 실제 수소생산 및 저장 분야 투자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현재 수소생산 및 저장분야는 아
직까지 미국, 일본 및 유럽을 중심으로 물리적 저장용기 및 플랜트 상용화가 소규모 실증
화 중이며, 국내에서는 아직 개발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수소 핵심소재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수소 핵심 소재/부품의 가격 저감 및 고부가가치화 등 기
술 고도화를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 중임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지속적 연구개발로 상업화에 성공하면, 세계시장 50조, 국내시장 3조 이상의 초거대시장이
창출되고, 각종 인프라를 포함하면 몇 백조 규모의 사회적 대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안정적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져 녹색사회 구축에 기여하며 놀라운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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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선정 당시에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수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뿐
이었지만, 최근 들어서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응용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본 연구자는 수소저장량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작금의 실정에서, 다공성 탄소재료의 표면처
리기술 및 수소흡착점 제어 기술은 수소저장량의 극대화는 물론 국내 연구기관들의 관련
기술연구 및 탄소소재의 응용분야를 확대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음. 이를 바탕
으로 현재 국내 연구자들의 산·학·연 협력 공동연구를 통해 차세대 수소 산업분야의 기
술 경쟁력, 환경문제 해결, 창의·융합 인재 양성 및 기업의 고용연계 등 성공적인 수소경
제 로드맵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본 우수성과를 통한 수혜성과(기술이전)는 아래와 같음
- 다공성 탄소소재 그의 제조방법 및 그의 수소저장체로서의 용도
(기업명 : 에이치투온, 금액 : 3,000 만원, ’08년),
- 수소저장용 전이금속 도금된 다공성 탄소나노섬유 복합체의 제조방법
(기업명 : 동성진흥, 금액 : 2,500 만원, ’14년),
- 중기공을 함유한 다공성 탄소나노섬유의 제조방법
(기업명 : 익성, 금액 : 1,000 만원, ’18년),
- 금속전해도금 표면처리에 의한 고전도성 탄소섬유의 제조방법
(기업명 : 다인스, 금액 : 300 만원, ’19년)
○ 총 4건으로 6천 8백만원 기술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수소산업 이외에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첨단 신소재 부품 산업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소자동차 및 연료전지의 협력부품업체가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으로 활용 확대에 따라 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로 연계가 활발함
○ 또한, 수소저장 시스템 및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국산화함으로써
비용을 낮추고, 소재·부품을 해외로 역수출함으로써 관련 글로벌화가 기대됨
○ 수소저장 및 표면처리에 관련된 기술 개발과 고기능성 나노소재 경쟁력 확보, 신에너지 기
술력 우위 선점 효과와 함께 에너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신기술을 선도하는 효과
가 있음
○ 본 연구팀에서 제작한 Graphite 기반 수소저장용 소재로 국내 1조원, 세계적으로 10조원 이
상의 규모를 이루는 연료전지 시장 기술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성과를 달성함
○ 또한,

본

연구팀은

수소저장용

탄소계

흡착소재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

행하여 현재까지 100여편의 관련 SCI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해당 논문의 피인용수는 2,226
건으로 관련학계에 우수한 파급효과를 나타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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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연구는 학문적인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기술적용을 추진하여 3건, 19백만원에 이
르는 기술이전성과를 달성, 응용연구연계 등 성과활용에 대한 목적지향함을 보였음
○ 또한, 기초 학문적 측면 외 산업적 응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재·부품 산업의 기반기술
확립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민감도가 낮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이 매우
용이하여 높은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수소경제의 규모 확대를 이끌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방안이
될 것이며, 국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난제인 환경오염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음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
니셔티브 역할 등)
○ 기술이전을 통해 에너지 산업 (ESS)과 청정에너지 활용에 관련된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
동차, 휴대폰, 전자산업 등 소재·부품의 응용연구 및 성과활용 중에 있으며, 현재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해 관련 소재·부품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11) 자기 줄기세포를 이용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혈관재생법 개발(’06년 선정) : 1유형,
생명해양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미국 유학 후 유전자치료 관련하여 연구진행 후 국내로 들어와 2002년 줄기세포 관련 연구
를 시작함

‑ 줄기세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 혈관내피세포를 발견하였음. 혈관내피 세
포는 배양할 때 일찍 생성되는 세포로 나중에 생성되는 세포와는 다른 역할을 함

‑ 위 세포치료 컨셉을 가지고 연구비 과제를 제안하여 선정되었고 메디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본 연구를 디벨롭할 수 있었음(산학병이 같이 연구 진행)

‑ 신의료기술인증 진행 중 위원들의 치료군과 리얼필드 테스트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진행 완
료하였으나 위원회 명단이 바뀌면서 이를 다시 실행하라는 요구를 받아 현재 대응하고 있
음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줄기세포를 이용해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려는 연구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줄기세포 연구 분
야 중 가장 앞선 연구 진행과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분야임. 연구를 시작한 2002년에 골
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치료가 심근경색증 환자의 심장 기능 회복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독
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발표되었고, 이후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심
혈관 질환 분야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단순히 실험적인 치료 기법이 아닌 실제로 이용 가능
한 치료법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
○ 우수성과의 연구기반을 토대로 인간줄기세포 실용화 연구를 연속 수행하였음
○ 연구를 통한 결과물을 정리하여 2009년 특허를 출원하고, 2014년 기술 실용화를 구현하기
위해 회사(대웅)에 기술이전 하였음

‑ 이연제약, 헬릭스미스 등과도 협업하여 기술개발 진행
○ 2020년, 기술 이전한 회사에서 기술 고도화를 완료하고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음
○ 한편,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이전한 기술의 기전규명연구를 지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전규명과 함께 신규 항섬유화 기능 유전자를 발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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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화의 구체화를 연구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19년 3월 회사를 창업하였음. 현
재, 기술 고도화 및 공정개발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임상시험을 위한 단계적 필
요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 이는 R&D 성과기술을 가장 잘 이해
하는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TLR 단계와 시장의 흐름에 맞는 전략을 회사의 기반으로 도출
하고 실용화를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모델로 생각함
○ 관련하여 2020년 해외특급저널에 출판 완료하였으며, 실용화에 있어 중요한 지식재산권 확
보를 위한 특허 출원은 논문 출판 전 우선 진행하여 2020년 5월 국내 등록하였고, 각 국
출원 준비 중에 있음
○ 이외의 후속 연구

‑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의 후속연구로서, 유도혈관내피세포(induced Endothelial Cell ; iEC)
직접전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세계 최초로 성체 마우스의 피부섬유모세포에서 혈관내피세포로의 직접전환이 가능함을 밝
혔고 (2014 Circulation, JK Han et al.), 현재는 인간 피부섬유모세포에서 유도혈관내피
세포로 전환시키는 연구를 진행중임(Human iEC). 인간 iEC 전환기술의 확립과 iEC 전환
메커니즘 규명, 마우스 생체 내에서 (in vivo) iEC를 전환시키는 기술 개발, 배아줄기세포
유래중간엽줄기세포(ES-MSC)를 이용한 iEC 직접전환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신의료기술 인증 관련하여 1차 통과를 진행하였으나, 소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신의료기술인
증을 다시 추진하라는 통지를 받고 진행하고 있음

‑ 신의료기술을 인증받기 위해 여러가지 절차가 있으나, 매번 위원회가 바뀌면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어려움이 있고 인증이 늦춰지고 있음. 현재 2차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

‑ 범부처 컨트롤타워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함
□ 해당 기술 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보건복지부, 과기부 메디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되었음
(메디클러스터 지원사업, 혁신형연구병원 지원사업)

‑ 장기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본 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었음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정부정책 기조 변화로 인한 지원과 관심 소외, 후
속 연구 및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 지원 부재, 법/제도, 사회적 인식, 부처칸막이 등 사회 규
제, 행정업무 진행으로 인해 연구진행 어려움
○ 의료 신기술 인증 관련하여 기 연구된 성과를 배제하고 새로운 성과 임상 실험 등을 요구하
여 인증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혁신의료기술 트랙을 만들어 3~4년 성과가 좋으면 신의료
기술로 롤백하는 제도가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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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미국 내의 심혈관 질환자의 수는 6천만 명 이상이며 이들 환자의 치료비용은 연간 2,000억
달러(약 200조원)에 달하는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혈관 질환 치료법이 결실을 거둔다면 심장
기능 개선을 통해 심부전 치료에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음

‑ 현재 미국과 유럽의 Bioheart사의 세포치료 상품은 약 2만 달러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우리의 예상 비용은 약 150만원으로, 수입 대체에 의한 비용 절감은 물론 수출시 충
분한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혈중에서 손쉽게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키트, 줄기세포의 기능을 극
대화시키는 줄기세포 기능 증강키트 등은 수출 가능한 효자수출품목이 되며, 생명공학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현재 심근경색 환자 치료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본 치료법을 사용하면 치료 비용이
많이 낮아짐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내용 반영(연구자 추천서 내용 반영)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 발생 및 활용
○ 심근경색 환자,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 가능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혁신기술 인증과정

‑ 심근경색증에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이하 매직셀)'은 자가 줄기세포 획득을 골
수가 아닌 말초혈액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덜 침습적이고 줄기세포 추출과정에서 환자의 고
통을 매우 낮추었으며, 선택적으로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직접 관상동맥에 주입하여 많은
양의 세포를 균질하게 공급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함

‑ 매직셀 치료법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 개선방안('20.01.15)에서 혁신의료기술 평가
트랙 기술범위를 '줄기세포 치료'가 포함된 9개 기술품목으로 확대한 대상인 '줄기세포 치료'
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심의 결과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결정되었음('20.06.08).

‑ 통계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인 사망원인 2위가 심장질환이며, 심장질환에 의한 사
망률은 매년 증가함(2014년 52.4% → 2018년 62.4%). 급성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병원 입원 원인 질환이며 초기 사망률이 높고(초기 사망률 30~40%, 병원 도착 전 사
망환자의 비율 50% 이상), 완치를 위한 치료방법이 제한적이며 치료 후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임

‑ 매직셀 치료법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부전 예방을 위한 치료법이며, 자가 말초혈액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활용하므로 임상적인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치료법으로 간편한 방
법+C33으로 심부전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임. 특히 현재까지 시판 허가된 경
쟁기술(2건) 등 유사 범위의 기술들은 편의성, 비용, 시술 효과 측면에서 매직셀치료법과 비교
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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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셀 치료법은 좌심실구출률, 수축장애지수 개선(심근 구출률 향상, 좌심실 벽 운동 향상, 6
분 보행거리 연장, 혈중 BNP 수치의 호전 등 모든 변수가 좋아짐을 확인하였고, 발병 후 1
년이내 사망률 4.3%, 주요 복합 심장 사건 발생률을 13%로 대폭 감소시킨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 스텐트 삽입부위 내피 재생효과의 경우 스
텐트 삽입부의 재협착/혈전증을 억제하여 치료의 성공률을 높였음. 더하여 치료법 적용 과
정에서도 환자가 느끼는 신체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타 기술에 비해 월등한 치료의 성공
률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뤘음
○ 후속연구 관련해서는 대웅제약과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개발 협업 중에 있으며, 간세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규제에 막혀 중풍환자 관련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음(대웅제약에서
GMP 연구소 설립 등을 진행)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
니셔티브 역할 등)
○ 본 연구개발을 통해 바이오 관련 회사와 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을 쓰고 있음

‑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 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 CMO, CDM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나
올 것으로 기대함

12) 홍합유래 스마트 생체접착소재 실용화기술 개발(’08년 선정) : 1유형, 생명해양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2001년 – 원천소재 개발(세계최초)
○ 2004년 – 실용화 원천기반 확립(세계 유일)
○ 2007년 – 소재개량, 기능성 부여, 제형기술 개발 및 조직공학분야 기술개발
○ 2014년 – 의료분야 적용 기술 개발
○ 2015년 – 실용화 추진(법인 설립)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홍합접착단백질 원천소재 연구개발 및 이에 기반하는 혁신적인 의료접착제 기술사업화]

‑ 개발 배경
· 대부분 접착소재는 화학합성을 통한 화학물질 기반이며 인체에 대한 유해성 등의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의료용 분야에의 활용에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의료용
접착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물질은 사이노아크릴계 화학접착제로서 인체 안으로 들어가면
염증을 유발하는 등 많은 임상 문제를 야기시켜 인체 안에 쓸 수 있는 의료용 화학접
착제는 전세계적으로 전무함
· 이에 생명체에서 유래하는 무해한 단백질 기반의 생체접착소재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며
해양생명체인 홍합이 만드는 접착단백질은 인체 안에 사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왔음.
홍합으로부터 추출한 접착단백질을 생체접착소재로 이용하려는 연구는 1980년대부터 주
목을 받으면서 진행되어 왔음. 홍합접착단백질은 현재 알려진 화학합성 접착제보다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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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천연 접착제로 유연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체에서 면역거부 반응이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의료용으로 가장 적합한 생체접착소재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대량확
보기술(홍합에서 직접 추출하는 경우 1 그램을 얻기 위해 1만 마리가 필요하며 이에 그램
당 약 1억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음) 및 실용화 기술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었음

‑ 홍합접착단백질 원천소재 연구개발 추진 현황
· 원천소재 개발(세계 최초) : 해양생명체인 홍합에서 유래하는 우수한 접착능력을 가지는
혁신적인 새로운 계열의 접착단백질을 미생물 배양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원천소재기술을
세계 최초로 보고함(’04년)
· 실용화 원천기반 확립(세계 유일) : 계속적인 물성의 개선연구를 통하여 생체접착소재의
실용화를 위한 원천기반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련함(’07년)
· 소재개량, 제형기술 및 조직공학분야 응용기술개발: 원천소재인 홍합접착소재의 제조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직공학분야에의 응용기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유전자전달소재
개발(’09년), 액상접착소재 개발(’10년), 세포접착소재 개발(’10년), 항체고정화소재
개발(’11년), 고강도 다기능성 복합나노섬유 지지체 소재 개발(’12년), 골재생 유도소재
개발(’12년), 세포고정화소재 개발(’13년), 하이드로젤 지지체 소재 개발(’14년), 항생코팅
소재 개발(’14년), 임플란트 표면 실리카 코팅제(’17년). 특히, 고강도 다기능성 복합
나노섬유 지지체 소재 개발은 2012년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한
국공학한림원이 선정한 2020년 미래 100대 기술과 주역으로 선정됨
· 의료분야 적용기술 개발 : 무해한 홍합접착소재의 의료분야에의 다양한 적용기술을 진
행하고 있음. 기능성 골바인더 소재 개발(’15년), 수술용 봉합사 대체 조직접합용 단백질 순
간접합제(’15년), 의료용 단백질 수중접착제(’15년), 내수성 뼈접합제 (’16년), 흉터예
방 조직접합제(’17년), 신경재생용 나노섬유도관(’19년). 특히, 조직접합용 단백질 순
간접합제와 의료용 단백질 수중접착제 기술 특허는 ㈜네이처글루텍의 연조직, 경조직 접
착제의 기반 제형 기술로 2015년 기술이전되었음
· 약물전달분야 적용기술 개발: 새로운 신약으로 인식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제들의 전달
소재로의 적용기술을 진행하고 있음. 대야약물전달 나노입자소재 개발(’15년), 스프레이
접착성 나노항암제(’18년), 심근경색 치료용 접착성 줄기세포 전달체(’19년)

‑ 창업과 기술이전을 통한 홍합접착단백질 원천소재 기술사업화
· 홍합접착단백질 원천소재 및 개발된 순간조직접합제와 수중접착제 제형기술은 2015년에
설립된 벤처기업(네이처글루텍)에 2건의 독점적 실시권 이전을 통하여 (’15년 10월) 의
료용 생체접착제로의 기술사업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2016년에는 6,545개 팀이 참가한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6’에
서 기술과 사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음. 또한, 청
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2017년에는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에서 도전! K-스타트
업 일자리 특별상을 수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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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성 및 차별성>

‑ 우수한 접착능력과 생체적합성과 같은 실제적인 물성을 지니는 홍합접착단백질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경제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며 인체에 무해한 가장 가능성 높은 의료용
생체접착소재임. 본 소재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한 대량의 바이오소
재를 확보할 수 있게 한 blockbuster potential이 높은 세계에서 유일한 원천기술임

‑ 홍합접착단백질을 직접 의료접착제로 활용하는 기술사업화 기술은 세계에서 유일하며 해
당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수준의 기술임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어느 정도 성과가 도출된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과거의 연구가
새로운 연구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 과거의 연구, 혹은 특허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신규 연구의 성과가 특허평가에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임
○ 하지만 그 어려움 다들 잘 이겨냈고 정부에서도 믿어주고 지속적인 연구를 보장해 주고 있
다고 생각함
□ 해당 기술 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기술의 가치를 인지하고 적극적인 지원도 받았기에 연구가 가능했다고 생각됨
○ 관련 연구 기술이 곧 임상실험단계에 진입 예정이고, 임상실험이 종료되면 시장에 진입하여
연간 최소 1조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함
○ 기술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생체 접착제 및 관련 시장이 2018년 기준으로 15조원이며 본 연구진
의 기술력이 가진 혁신은 기존 시장의 접착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수하다고 생각됨
○ 보수적으로 예상해도 1.5조원 시장이며,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1조원은 예상되고 있음.
정부에서 지원받은만큼 가능성 좋은 성과로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후속 연구 및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 지원 부재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홍합에서 유래하는 접착소재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의료용을 비롯해 다양한 응용분야까지
확대됨으로써 그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임

‑ 홍합유래 생체접착소재 신기술은 의료용 접착제뿐 아니라 약물전달, 조직공학, 세포배양용
고정화 물질 등 각 분야에 응용되므로 큰 파급효과를 갖고 있음
○ 선정 이후 파급효과는 앞서 설명한 중간성과물 내용 참고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
○ 홍합접착단백질 원천소재는 의료접착제 분야만이 아니라 조직공학, 바이오센서, 약물 전달소재,
화장품 소재, 동물용 접착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플랫폼 소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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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나 부러진 뼈에 사용하는 생체접착제 외에도 누공/천공의 밀봉, 혈관 봉합 및 지혈제와
같은 다양한 의료분야로의 확장이 가능함
○ 홍합접착단백질 기반 의료접착제 기술은 수술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기존에 접근이 어려웠던 많
은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인류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임. 인체에 매우 유
해한 기존의 화학접착소재를 대체함으로써 무해한 의료용 소재로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인
류 건강에 커다란 기여가 가능하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꿀 것임
○ 해당 기술 연속혈당측정계에서부터 암치료까지 적용이 가능한 기술임
○ 특히 스프레이형 접착 나노항암체는 암환부에 치료약물을 접착시켜서 그 효과를 극대화 시
킬 수 있는 기술로 기존의 항암제는 치료환부에 약물이 고정되지 않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
아다녀서 부작용이나 치료 효과가 높지 않았지만 해당 기술은 치료 약물을 환부에 정확히 오
랫동안 고정시켜서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의료산업 뿐만 아니라 환자, 환자의 가족, 기초과학연구까지 그 수혜 분야는 정말 방대하다고
생각됨. 접착이란 기술은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보유, 심지어 3D프린팅 바이오소재까지 적
용될 수 있어 접착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임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한 산업적 파급효과

‑ 홍합접착단백질 기반 의료접착소재는 기존 의료용 접착제 시장을 대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료분야에의 적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이 가능,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커다란 기여가 가능함. 세계 의료봉합/접합시장은 2018년 기준 약 30조원 규모로
매우 크며, 그중 생체접착제 시장은 연평균 성장율이 9%로 시장성장성이 매우 높음

‑ 이중 홍합 의료 접착제의 적용가능시장은 약 15조원(50%)이며, 현재 국내 의료접착제는 그
램당 30만원이 넘는 고가시장으로 국내 종합병원 소비규모는 약 300억원임
○ 관련 분야 발전을 통한 학문적, 기술적 파급 효과

‑ 홍합접착단백질소재 원천개발 연구는 우리나라의 해양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인정받고 있으며 대통령 보고에도 소개되었음. 이에 포스텍의 ‘차세대 과학자
(Rising Star)’(’11년)와 ‘자랑스런 포스테키안(연구부문)’(’12년)으로 선정되었고 포
스텍 석좌교수(’12 ~ ’15년 & ’17년 ~ 현재)에 임명됨

‑ 또한, 과학동아와 함께 한 포스텍 30주년 기념 '세계가 주목하는 포스텍의 연구성과'에서
Best 30으로 선정됨(’16년)
○ 후속 연구, 기술이전 및 상품화 등 파급효과와 관련, 현 시점에서는 응용분야가 너무 많은
것도 고려의 대상이며 고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음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
니셔티브 역할 등)
○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 방광누공, 그러니까 방광에 구멍이 생겨서 소변이 새는 질환의 치료에도
사용이 될 수 있음 이 질병이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 많이 발생되고, 시술이 어렵다 보니 치료도
못받거나 치료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크다 할 수 있음
○ 해당 기술은 시술이 아주 편하고 저렴하여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
이라고 생각됨
○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겪는 질병 중 하나인 심근경색 치료에도 획기적인 치료법
을 제시하고 있고, 분쇄골절 치료에도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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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녹차의 과학화/산업화를 위한 하동녹차연구소 구축(’09년 선정) : 1유형, 생명해양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우수성과 100선 선정 이후 (재)하동녹차연구소에서는 농림부 고부가가치기술개발과 산업부 융
복합산업지원사업,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등 연구개발사업과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
행하였음
○ 그 결과 특허와 논문뿐만 아니라 제품개발을 통하여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였고, 자체적인
판매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기업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업이 필요한 전주기적 통합지원을
통해 매출증대와 지역기업 고용을 증대시켰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림부사업으로 미생물발효차인 금화차를 개발하였는데 인체에 유익한 금
화균을 국내 최초로 분리하고 특허 등록하였으며 제다공정을 개발하여 흑차의 일종인 금화
차를 개발, 기술이전하여 기업소득을 증가시키고 있음
○ 산업부 과제인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R&D와 기업지원을 통하여 제품개발부터
디자인 마케팅 지원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매출과 고용을 증대 시켰음
○ 최근에는 가루녹차수출연구사업단(농림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미국스타벅스에 프리미엄 가
루녹차 수출 100톤 계약을 맺고 연간 30톤이상 수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민들에게 차
광재배기술보급, 덴차제다공정기술개발 등 특허와 논문을 출판, 대한민국 녹차 수출의
40%를 담당하고 있음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우리 연구소는 녹차의 산업화 및 과학화를 위한 체계 및 인프라 구축으로 우수성과를 인
정받았음
○ 과학적으로 우수한 무엇인가를 했다기보다는 정말 하동 녹차의 산업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음
○ 특히, 산업부에서 연구소의 자립화 방안을 요구했고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자산이 된 경우였음
○ 연구에만 몰입했지만 지금은 연구소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재단법인임에도
이익사업이 가능해졌음
○ 연구소에서 생산한 제품의 가치는 스타벅스에서도 인정, 2017년 3년간 100톤 물량의 계약을
성사시켜서 연간 10~13억 수준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음
○ 그 당시엔 어려웠으나 지금 관점에서는 성장을 촉진해 준 케이스였음
□ 해당 기술 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하동)군이 아닌 경상북도 내지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며 이제 산업화를 눈앞에 두
고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함
○ 녹차에도 빈티지가 생기고 왜 고급인지 증명할 수 있고, 유효 성분을 극대화시킨 기능성 차,
혹은 유효성분을 추출해서 건강이나 미용산업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단계에 도
달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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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외부 시장 환경 악화, 행정업무 진행으로 인해 연
구 진행 어려움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반영

‑ 다양한 녹차응용제품 개발을 통하여 녹차 생산업체 및 가공업체의 새로운 수익창출이 가
능해졌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매우 큼

‑ 첨단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녹차의 새로운 고기능성 성분 발굴 및 추출기술 개발을 통하여
지역 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녹차의 새로운 기능성 물질 발굴과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소재 개발은 하동 녹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녹차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임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
○ 우리나라 차가 비싸게 팔리면 왜 비싼지 공감하기 어려우나, 중국 차의 경우 유명하다는
고급차를 고가에 구입하는 이유가 관련 유통업자의 신뢰성으로 생각함
○ 반면, 하동 녹차도 정교한 품질측정체계가 구축되었고, 차 농가가 좋은 차를 공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지 알게 되었기에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됨

‑ 농가는 노력에 적합한 가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소비자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고급차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맛볼 수 있게 된 것임

‑ 이러한 공정한 거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과이며, 하동 녹차가 산업화를
앞두고 있다는 의미임
○ 이외에 해외에서 수입되는 차의 안전성(농약이나 유해성분 등) 검증 전문기관으로서 도약할 준
비가 되어 있고 수입된 차가 정말 합리적인 가격인지, 고품질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도 보유하게 되었음
○ 개발한 금화차는 중국의 보이차처럼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소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값
어치가 증대되는 상품임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과학기술적 성과로는 지자체 연구소로서 (재)하동녹차연구소가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소로
우뚝설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중단없는 논문 게재와 특허출원, 제품개발로 한국차학회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자들도 (재)하동녹차연구소를 차연구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음
○ 경제적 성과로는 (재)하동녹차연구소가 존재함으로 하동이 대한민국 차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었고 수출을 통한 차소비 확대와 지역 차산업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음. 수출
성과를 통해 2017년 50만불 수출탑과 2018년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고, 2015년 하동전
통차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등재 이후 2017년 FAO지정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음. 향후 2022년 하동세계차 엑스포 개최가 예정되어있으며, 하동차의 우
수성과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하여 전세계인이 즐길수 있는 차산업이 한번 더 도약할 수 있
는 엑스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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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반도 미래 기후변화 전망에 관한 과학정보 생산(’06년 선정) : 1유형, 에너지환경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연구자 변경 등 주요 사항

‑ 과제명 : 기후변화협약대응 지역 기후시나리오 활용기술개발
‑ 명칭 : 국립기상연구소(서울)→국립기상과학원(서귀포), 2014년 이전 2015년 개칭
‑ 부서명 : 기후연구팀('06년)→기후연구과('08년)→미래기반연구부
· 2011년 연구원으로 입사, 2012년 연구사 발령 기후 업무
· IPCC 5차 평가보고서부터 현재 정보 산출 기반구축 전반에서 실무를 담당
· 영국기상청과 국제프로젝트 참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및 공동연구 수행
○ 과제명 : 기후변화협약대응 지역 기후시나리오 활용기술개발('05년 ~ '08년)
→ 기후변화 예측기술지원 및 활용 연구('09년 ~ '20년)
○ 정부업무평가 우수사례 “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 생산배포(기상청)” 선정('12년)

‑ 국내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과학정보로 활용
· 녹색위 및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 국무총리 보고회('12년)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의제화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증대
· 방재기준가이드라인(재난안전대책본부), 농림수산식품부분 적응대책(농림수산식품부),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농업용 전자기후도(농진청) 근간 자료로 활용

‑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1년 ~ '15년) 일환으로 부처별 정책 지원을 위한 “국가표준 기
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 국내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통일된 기후전망 자료의 적시 제공과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에 기여
· 부처별 기후변화 전망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에 따른 예산 절감에 기여
○ IPCC 평가보고서 발간에 맞춰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IPCC 기후강제력을 반영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

‑ 평가보고서(4~6차) 발간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 단계별 SRES, RCP, SSP-RCP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상기 표 참고)

‑ 부문별 취약성, 영향평가, 적응정책을 위한 필수자료로써 지자체 및 연구기관에 제공
· RCP 시나리오 기준 자료 제공 건수는 4천건 이상(기후정보포털, '13 ~ '18년 통계)
· 제공된 자료 활용 보건, 농업, 산림 등 타 기관에서 약 70편의 논문 실적 창출

‑ 부처별 기후변화 정책 지원을 위한 “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 인증('15년)
○ 선진화된 기술을 반영한 기후모델링 및 산출체계 구축

‑ 기후변화 시나리오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지구/지역 모델 성능평가 및 개선
‑ 시나리오 산출체계(모니터링, 검증, 평가) 개발 및 운영
‑ 대용량 기후자료 스토리지(40PB 저장용량, 단일사이트 기준 국내 최대규모) 구축('17년)
· 2018년 기준 국가보유물품 상위10위 목록에 등록

‑ 사용자 적시 제공을 위한 ESGF 데이터노드(표준화, 품질보증, 관리배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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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과학정보 개발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증진

‑ 관측된 우리나라 100년의 기후변화 추세 분석
‑ 기후변화 원인 규명 및 탐지 / 동아시아 대기순환 및 극한기후 미래 전망
‑ 지구한계요소 기준 다원화된 과학적 정보(해양산성화, 식생, 에어로졸 등 15건) 생산
○ 기후변화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 기후변화 이해하기 11편 발간('09년 ~ '11년)
‑ 기후변화 시나리오 보고서('11년, '12년) 2편 발간
‑ 기후변화 이해 증진을 위한 ‘기후변화 질의와 응답’발간('13년)
‑ 내 손안의 기후변화(웹기반표출시스템) 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18년 ~ 계속)
‑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발간('19년)
‑ 정책결정자를 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기후변화 과학적 근거)('20년)
‑ 한반도/동아시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발간('20년 예정)
‑ 방송, 언론보도, 기후변화 행사지원 등 지속적 홍보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내적 요인

‑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및 전문성을 고려하기 힘든 지역사회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에 따라 2014년에 서귀포로 이전하면서 기존 연구인력
대거 퇴사, 이후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가 어려움
· 제주 내 협업할 수 있는 기관 부처, 대학, 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재하여 과학원에
있는 연구자가 발전하기 위한 제주 내 학위 과정의 접근성이 떨어짐

‑ 시나리오 생산 등 한정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기후변화 적응·감축·영향과 같은 활용 분야에
대한 수요자 요구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함
· 계절 및 가까운 미래변화, 다양한 기상·기후 요소 고려 등 다양성 확보 노력
○ 외적 요인

‑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타 부처, 학계 간 협력체계의 미비로 정책 실효성 문제
·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적 영향, 적응정책, 환류를 위한 타부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기 어려움
· 기후문제는 전망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영향평가, 정책시행 등 부처 간 피드백이 요구됨을
감안, 환경부나 과기부 등의 단일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 부처 간 협력한 노력과 성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함
· 기후변화 영향정보가 모여있는 포털사이트 구축 필요성은 공감하였으나, 기상청 또는
환경부 내 포함 시키려 했을 때 다른 부처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 부처 간 협력을 위해서는 해당 성과의 예산과 인력,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됨
○ 성과 도출 후 장애물을 극복했더라면

‑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 다양한 기후정보 생산으로 맞춤형 기후 영향정보를 생산
‑ 부처 간 단계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으로 수준 높은 기후대응정책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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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술개발 시 정부 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 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정부 차원의 도움 요인

‑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투자와 인력 충원이 성공의 기본임
○ 정부 차원의 필요한 도움

‑ 장애 요인 중 외적 요인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의 제도(성과공정성) 확보가 필요
‑ 다양한 요구대응을 위한 생산라인 부족, 기술/연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 또한, 범부처적인 기후변화영향대응 컨트롤 타워 필요
· 녹색성장위가 생기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생산자, 부처간 부분별 영향 평가자 역할은
정립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협업 부족 등 효율성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아직은 부
족한 느낌임
· 기후위기문제, 파리기후협약(1.5도 이내의 온난화 목표)의 적극적 이행이 요구됨
○ 전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는 경우 폭염, 가뭄 등 극한현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역적인 기후 취약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가 중 하나이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이 강제될 것으로 판
단,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갖춰야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할 전문 인력도 많이 필요한 상황임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기후변화 시나리오 과거-미래 전망 자료들은 산림, 수자원, 농업, 보건, 환경정책 평가 분야
전문가들이 기후변화가 각 부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해당 자료는 유엔기후변화협약대응 국가보고서 및 IPCC 평가보고서에 반영되었으며, 기후
변화협약 대책위원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기후변화 협약대
응 종합대책 수립에 과학적 정보로 활용 가능함
○ 파급효과 실현 정도

‑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산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제공 및 활용에 있어 파급효과가 충분하
지는 못했더라도 상당히 많이 진전되었다고 생각함
·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마련하는 모든 부처에 일관된 ‘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가 적
시 제공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자는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됨
· 이제는 모든 부처에서 기상청이 기후변화 정보 생산기관이라는 것에 동의, 10년 넘는
기간 동안 기후모델링(슈퍼컴) 기술 체계가 갖췄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난이도 높
은 업무를 수행, 현재는 영국기상청이 우리를 신뢰하고 있으며 주요 협력기관으로써 국제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364 • • •

별

첨

‑ 과학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체계를 구축하고 생산된 자료는 기후정보포털 등을 통
해 온오프라인으로 누구나 손쉽게 해당 자료가 얻을 수 있음

‑ 다만,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에 대한 정보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
각됨
·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생산과 제공 방법에 노력했기 때문에, 자료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음.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면 성과 가
치를 높이는데 보다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에 비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기후정보가 많지 않았음. 주로 온난화에
따른 폭염, 폭우, 해수면 상승 등 이슈에 따른 기본적 정보들만 노출됨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상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언론인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언론인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야 할 것임
· 기후변화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 기후변화의 문제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개인/기업/국가의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기임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성과에 대한 일차적 수혜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제공받고 기후영향 평가 및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의 유관기관 또는 지자체, 연구소, 민간기업 등임

‑ 기후영향 평가 및 연구 수행을 통한 결과로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 결정자, 또는
연구개발자, 언론인, 그 외 기후정보를 접하는 대국민이 2차적 수혜자임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논문 및 학술발표를 통한 성과 공유 및 홍보

‑ 85편 논문(SCI 41편, 국내 44편) 및 다수 학술발표 수행('09년 ~ '19년 기준)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관련 국가 정책 수립 지원

‑ 국가상위계획(기후변화적응대책, 녹색성장 5개년계획, 기후변화협약) 및 국정과제 연계
‑ 농림, 수자원 등 부분별 영향평가,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필수자료 제공
‑ 기후변화정보포털(기상청), CORDEX-EA 자료센터를 통한 온라인 자료 제공
○ IPCC 제4차('07년), 5차('13년), 6차('22년 예정) 평가보고서 발간에 지속적 기여

‑ IPCC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의 역할 이행
‑ 기상청 IPCC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과학그룹(WG1) 전문위원회 운영
‑ CMIP(전지구모델) 및 CORDEX-EA(동아시아지역모델) 국제공동 연구프로젝트 참여를 통
한 IPCC 평가보고서 발간 지원 등 국가 위상 제고
○ 국내외 기후변화 연구증진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 한영국제 협력을 통한 기후모델링 선진기술 도입 및 연구사업에의 환류
‑ 기후변화 시나리오 온·오프라인 자료 제공을 통한 국내·외 연구지원
‑ 학회, 국제 공동워크숍 개최 등 기후변화 관련 학술 활동 지원

• • • 365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 애로사항이나 성공담

‑ 기후변화시나리오 연구 초기에는 산출 플랫폼이 갖춰져 있지 않아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일정에 맞게 실험을 진행하기에도 힘들었음(실험당 2-3개월). 그런 과정 속에서 데이터
등을 산출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 폐기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음

‑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나리오 산출 및 관리 플랫폼(모니터링, 백업, 평가, 검증
등)을 구축하였으며, 자료의 적시 제공을 위한 대용량 스토리지 및 DB시스템 구축 등 신
기후체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함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
니셔티브 역할 등)
○ 기후변화 연구 수행을 통한 학계, 연구기관 간 협력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

‑ “한반도미래 기후변화 전망에 대한 과학정보 생산”에 있어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분석, 부처-지자체-연구기관에 제공 및 기후대응 정책에 활용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 기
업,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소통과 협력이 요구됨

‑ 이러한 요구에 따라 한국기후변화학회가 2009년에 창립되어 10년 넘게 많은 연구성과를 발
표하였고, 과학원은 학회의 창립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기후변화 과학정보에 관한 기술·정책 자문을 수
행함으로써 개별 부처에서 적절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15) 동위원소 생산용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핵심기술 개발(’06년 선정) : 1유형, 에너지환경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세계도 인정한, 최초 국산 싸이클로트론의 창시자

‑ 석사 진학 후, 한국에너지연구소 원자력병원 싸이클로트론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싸이클로트론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1983년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싸이클
로트론 개발과 함께 하고 있음

‑ 1990년대 초기 싸이클로트론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국내에서는 정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무지의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하루하루가 고민이었고, 무엇보다 환자와
직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어 휴가는 물론 개인의 일상생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음

‑ 또한, 그 당시 국내에서는 싸이클로트론에 대한 논문도 없었고,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싸이클로트론에 대한 선진 학자들과 만남이 있다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옆에 늘 함께 따라다니며 질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여 지금의 성과가
있을 수 있었음

‑ 지금도 전등이 깜빡이거나, 정전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생기면 과거의 상황들이 떠올라
마음이 다급하고 불안할 정도임
○ 싸이클로트론뿐만 아니라 가속기 분야는 정말 자신을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하고 열
정과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며, 과거 몇 번이고 벗어나고 싶었지만 순수 국내 기
술력을 통한 싸이클로트론을 개발하자는 신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음

‑ 힘든 시간이었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이전을 희
망하고 있음. 기술개발 초기에 생각하였던 성과가 실현되고 있어 뿌듯한 마음이며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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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도 우리의 기술력과 싸이클로트론에 대한 전문인으로 인정해
주는 점에 감사하고 응용분야에서의 활용에 주력할 예정임
○ 아쉬움과 걱정은 이렇게 쌓아온 싸이클로트론에 관한 기술의 노하우를 전달해줄 인력이 없
다는 점임. 말한 것처럼 가속기분야는 정말 자신의 열정과 희생이 없이는 결과를 이룰 수 없
고, 현실적으로도 힘든 점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적은 것 같음

‑ 지금 터키의 학생이 국가에서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연구실에서 함께 연구하고 있으며,
국가를 넘어 지금까지 일궈온 나의 노하우를 향후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
요하고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전달해주려고 함. 하지만 이러
한 노하우를 누구보다 우리의 학생들에게 먼저 더 많이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 기술을 더 많이 개발하고 확장하여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제공하고 교육을 희
망하는 학생들을 모집 및 지원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함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30 MeV 싸이클로트론 개발 및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에 성공한 이후, 해당 개발 기술을 이
용하여 싸이클로트론 개발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성 의약품 합성장치를 개발하는 주
제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갔음
○ 후속과제로 13 MeV 싸이클로트론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본 싸이클로트론 개발 성공을 통
해 권역별 싸이클로트론 보급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였으며, 또한 9 MeV 싸이클로트론 개
발(’13년)을 수행하였음
○ 이 결과를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소형 크기를 갖는 싸이클로트론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또한 9 MeV의 사업화 과제를 수주하고 10 MeV로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기술
이전에 성공하였음. 싸이클로트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가속기질량분석기에 활용이 가능
한 싸이클로트론 연구를 제안하여 연구과제를 받아 최근까지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가
속기질량분석기용 싸이클로트론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질량 분해능을 가질 것으로 기대
○ 후속과제로써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기술은 18-FDG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기
존의 카트리지 방식에서 벗어나 미세유체기반의 고효율, 소량 정제 기술을 목표로 연구를 수
행함. 미세유체기반 기술을 통해 외부 핫셀이 필요 없는 자체차폐가 가능한 합성장치를 개
발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사업화 과제를 수주하고 기술이전에 성공하였음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일회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우리나라 R&D의 문제점은 원천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지속적인 투
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임

‑ 중단기적인 과제 지원을 통해 즉각적으로 활용되고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과제들에만 관
심이 많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의 성과는 없지만 순수 우리의 기술력인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함

‑ 싸이클로트론의 국산화(원천기술 개발)를 위해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성능개선 및
실용화 등에 대한 기간은 매년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더 빠른 시간내에서 가능하기 때문
에 해당 기술개발을 통한 성과도출은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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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점이나 지속가능성이 존재하는 원
천기술 개발의 과제의 경우, 일회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연속형의 과
제 지원 체계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 해당 기술 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과제 운영의 효율성 필요

‑ 과제 종료가 3개월 남았을 당시, 최초 연구개발 계획서에 제시한 성과 달성의 결과가 나
오지 않았음. 종료시점은 계속 다가오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
한 압박이 심하며, 최초 해당 과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표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
는 결과를 제시해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음

‑ 하지만, 끝까지 해당 과제를 통해 꼭 싸이클로트론의 기술개발과 성능개선을 이루고자 하
였기에 문제점의 원인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가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두하였고, 정말
과제 종료에 다 임박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정말 목표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종료시점 이후 단기 내에 최고의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과제 기간과 성과 도출이란 압박을 이기지 못한다면, 연
구자들은 그간 진행해온 연구, 기술개발에 큰 실망감을 가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최고의 성
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함

‑ 과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과제 기간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개선
되지 않는다면,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 보다 더 나은 최고의 결과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함
○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필요

‑ 싸이클론트론의 기술에 대한 정보는 모두 국내외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나 또한 이 기술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음. 보다 더 널리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면 함

‑ 하지만, 이 기술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지라도 실질적인 운영과 정말 많은 요인에 따른 대
응력은 정보만으로 절대 싸이클론트론을 운영할 수 없음. 이러한 점에서 지금 인도네시아, 터
키, 중국, 베트남, 심지어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교육을 희망하고 있음

‑ 이 기술을, 해외보다는 우리 미래 인력들에게 먼저 전달하고 전수함으로써 싸이클로트론의
세계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여러 차례 인력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음

‑ 최신 해외의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를 누구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아닌가? 해외의 인력들에게 전수되는 부분도 너무나 아쉬운 현실
이며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어 국내 전문인력 양성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해외 기술이전과 관련된 성과도 더욱 발생될 수 있을 거
라 생각함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소속기관의 방침변화, 경영악화, 성과재촉 등, 기
술협력 파트너와 발견 및 협업 어려움, 협력 산업체의 경영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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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성과 수상 이후, 상패만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됨

‑ 우수성과로서 입증된 기술인만큼 해당 기술개발을 통해 도출된 핵심 기술을 활용한 후속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에, 해당 사업의 지원 종료 이후, 개발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후속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음

‑ 한 차례의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성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이
요구됨

‑ 우수성과의 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수성과로 입증된 기술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추진에 관한 가산점 등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필
요하다고 생각함
○ 기술이전에 있어 어려운 점

‑ 규모가 큰 대기업들의 경우 기술을 이전받는 과정과 상용화 및 수익창출 등의 다양한 부
분에 존재하는 위험성들로 인하여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함

‑ 또한, 정식의 기술이전보다는 해당 기술에 대한 핵심 정보만을 받아 자체적으로 R&D를
진행하거나 확장 개발을 하려는 의도가 높음

‑ 반면, 규모가 작은 중소형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술개발이 어렵기때문에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 및 시장 진입을 희망하며 실제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이전을 문의하고 계
약도 하고 있음

‑ 하지만, 기술이전을 원하는 다수의 기업들은 이전받은 기술을 통한 매출 증대에만 관심이
높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없이 단기의 성과만 원하는 곳이 많고 기술 활용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여 기술이전을 통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였음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30 MeV 싸이클로트론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기술을 플라즈마 상태의 구현, 나노구조와 동
역학에 대한 지식 획득, 고전압과 고주파 그리고 전자석의 작동원리 이해와 제작 구현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음

‑ 싸이클로트론은 의료·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외에 나노 반도체 소자 및 소재 제작,
전하입자의 스핀트로닉스를 이용한 고용량 하드디스크 제작, 비파괴 물질검사, 그리고 식
물 유전체 연구 및 돌연변이 생성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음

‑ 싸이클로트론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GE와 CTI, 일본의 Sumitomo, 벨기에의
IBA, 그리고 캐나다의 EBCO 등 총 5개 기업들은 국제 싸이클로트론 시장을 장악하여 매
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우리도 이제 30 MeV 싸이클로트론의 개발과 제작으로 수
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음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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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30 MeV 싸이클로트론 개발 성공에 따른 후속 싸이클로트론 개발은 앞서 기술한 성과내용과
같으며, 개발 내용을 정리하여 학회에 수차례 발표함과 동시에 SCI급 저널에 논문들을 게
재함. 또한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등 물리, 화학 분야의 연구 실험 지
원을 통해 수많은 논문에 게재된 파급효과를 보였음
○ 30 MeV 싸이클로트론 개발 성공으로 국내 자체 개발에 따른 싸이클로트론 수입 대체 효과
가 발생하였으며, 전량 수입하던 싸이클로트론의 수입 체제에 대한 영향을 주었고 방사성
의약품 개발 역량을 높여,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 개발 지원을 통해 의료 산업의 발전에 기
여하였음
○ 30 Mev 싸이클로트론을 기반으로 13 MeV 싸이클로트론은 국외 기술이전 수행 등을 통해
국내 기술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9/10 MeV 싸이클로트론 개발 성과로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등 국외 전문가의 교육 훈련 요청 등의 기술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는데 활용되었음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
니셔티브 역할 등)
○ 인프라적 성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 30 MeV 싸이클로트론은 이를 활용한 희귀 방
사성 동위원소 (Ge, Zr, Cu 등) 생산에 기반이 되었으며, 최근 많은 신문기사 등을 통해 성
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됨을 확인하였음
○ 국내 기업의 싸이클로트론 제작 기술을 지도하여, 핵심 기술의 초정밀 제작 등의 제작 인
프라가 활성화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최근 초정밀 선형가속기, 빔라인용 전자석 제작 등에
활용되었음

16) 자동차 외판용 GA강판 제조기술 개발(’06년 선정) : 2유형, 기계소재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연구개발 당시인 2001년은 현대하이스코가 자동차용 전문강판기업으로 변신을 표하고 전남
순천시에 냉간압연공장을 세우고 가동한지 만 2년이 되는 시기였음
○ 따라서 모든 환경이나 연구여건이 상당이 열악한 환경이었고 당시, 자동차용 강판의 꽃이
라고 불리우는 자동차외판용 표면처리강판은 전량 일본 및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현대하이스코가 자동차용강판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서 국산 자동차가 세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기술개발이 어려운 자동차외판용 표면처리강판의 국산화
개발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전사적인 전략과제로 총력을 기울여 선진 Mill사와 기술교류 및
아래의 도표와 같이 당사를 비롯하여 자동차사, 학교와 산학협동을 통하여 개발하게 되었음
○ 상기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외판용 GA 강판 개발과제는
현대하이스코에서 표면이 미려한 외판용 자동차용강판 개발을 위한 소재 및 다양한 요소기
술을 개발하고 각 학교에서는 성형성 향상 및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
으며, 이렇게 개발된 GA 강판을 자동차사는 실차에 적용 시험하고 문제점을 피드백하여
표면성이 우수한 자동차용 표면처리 강판을 개발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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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표면처리 강판의 약 40%가 자동차용 강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용 강판
에서 방청방식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일반냉연강판의 소요는 감소하고 표면처
리(아연도)강판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임
○ 아연도강판 중에서도 현재까지는 전기아연도금 강판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강판들은
대부분 Fe-Flash 강판으로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어 자동차 제조비 감소에 의
한 원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전환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자동차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강판 중 표면처리 강판 사용비는 평균 74% 수
준이며, 품종별로는 합금화 아연도강판 : 37%, 전기아연도금강판 : 25%, Fe-FLASH 강판
: 12%가 사용되고 있음. 표면처리강판은 합금화 용융아연도 강판으로 전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
고 있음
○ 2000년대 초 국내에는 자동차 내판용 합금화용융아연도금 강판을 생산하고 있었으나, 향
후 자동차 방청성에 대한 규제가 엄해짐에 따라 가격경쟁력 및 내식성이 우수한 합금화용융
아연도금강판을 자동차외판으로 채택하여야 하는데, 품질수준이 엄하여(특히 표면품질수준)
기술력 확보가 어려워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었음
○ 이에, 자동차 외판용 GA강판의 제조기술을 조기 확보하여 수입대체 및 자동차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본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음
○ 본 연구를 성공리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요
소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진 제강사의 전문가 및 국내외 전문가와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 국내외 전문 연구진 활용
· 국외 : 일본 변태강화강 및 합금화용융도금강에 대한 연구 경험자와 연구 PROJECT
추진하거나 기술 자문 위탁 추진
· 국내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진 공동 연구나 위탁연구 참여 추진(한국기계연구원,
한양대학교, 순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자동차 MAKER 및 부품성형 업체 참여
· 자동차 설계실무자 및 연구소연구원 공동연구 참여 추진
· 부품성형공정 최적화 및 실차 적용기술 구축을 위한 공동주관기관 참여 추진

‑ 선진 MILL사와 정기적 기술 협의체 구성 및 정례회의 개최
‑ 참여 연구원 선진 기술社 기술 연수 및 해외 CONFERENCE 참여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모든 단계가 중간성과물이었음

‑ 원재료 공급 – 제철 – 현대·기아차 3단계에 기업이 참여하여 합심해서 만든 결과로 원재료의
변화가 우리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완성차 브랜드의 요구특성을 어
떻게 반영시켜야 할지 등 연구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진
화시키고 있음

‑ 만에 하나 누군가 우리 기술을 훔쳐간다고 해도 지금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없도록 매순간
발생하는 상황을 예측·기록·분석한 데이터와 노하우가 오늘날의 양산성을 만들어 낸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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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첫째는 양산성과 작업조건을 맞춰내는 일이었음

‑ 제조방법의 확보는 양산과는 다른 이야기로 제조방법 연구는 말 그대로 만들 줄 알게 된
것임

‑ 즉, 만들 줄은 알지만 생산량이 미미할수도 있고, 엄청 비쌀 수도 있는 것으로 우리는 제
조방법 획득 이후에도 다양한 노력으로 양산성을 맞춰냈고,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강판을 온
전히 우리의 힘으로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음
○ 둘째는 다양한 상황(온도나 습도)적 변화, 혹은 예상치 못한 불순물에 의한 불량을 통제하는
일이었음

‑ 예를 들면, 온도나 습도의 변화에 따라 불량률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매 순간 발생하는 불
량을 통제하는 일도 힘들지만, 발생된 불량은 바로 제품 생산단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발
생 가능한 불량을 예측해 내고 이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한 번 생산한 불량의 원인을 추
적해서 밝혀내고 노하우로 습득하는 것 등이 가장 힘든 일이었음

‑ 한 번은 생산과정에서 양산된 불순물이 강판에 흡착되어 나오는 현상도 있었으며, 이러한 모
든 과정을 통제해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열정과 사명감이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
었음
○ 두 경우 모두 회사와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기에 성취할 수 있었음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최고 난위도 자동차 강판을 개발 공급함으로써 자동차사의 수입
대체로 인한 비용절감은 물론 매출증대 효과 및 특허등록을 통한 광범한 독자기술력을 확
보할 수 있었음

‑ 새로운 기술을 확보를 통하여 뒤따르는 고장력 GA강판 개발 등에 응용하여 신속한 고
급기술의 확보가 가능해졌음

‑ 아울러 연구결과가 저명한 국제학술대회에서 Key note 논문(기조강연)으로 선정되는 등
국가 및 회사의 대외인지도 및 이미지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신기술인정(KT Mark)을 획득
하여 당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음

‑ 사내적으로 연구, 품질, 생산 부서의 유기적 협조, 대외적으로 고객사(자동차), 학교와의
긴밀한 산학협동과 분야별 동시연구를 통한 연구성과 극대화는 후발 유사연구 집단에게
훌륭한 연구개발 모델이 될 수 있음

‑ 표면처리용 변태강화강의 개발과 국산 상업화는 1)고강도, 고급화에 의한 국산차 이미지 개선과
2)세계 자동차 MAKER가 선호하는 경량화를 위한 고강도 달성, 3)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전성, 4)가혹한 사용환경에 견딜 수 있는 우수한 방청성 측면에서 탁월한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써는 수출증대로 인한 큰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선진 자동차 생산국가로써 확고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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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관점

‑ 국내 자동차업계의 총 생산 대수는 1999년 284만대에서 2003년 340만대로 56만대 증가하고 있
으며 자동차 경량화 일환으로 채용되는 고강도강 적용비율은 2002년 35%에서 2006년
50~60%이상으로 예상했었음

‑ 그러나 실제 2000년대 초반 200만대 생산했던 물량이 이제는 800만대 생산으로 증대되었고,
경제적으로는 2019년 한 해에만 71만톤을 생산했음. 1톤의 가격은 약 100만원 선으로 연
간 7천억 수준의 매출을 창출한 것임

‑ 반대로, 우리 기술 없이 수입에 의존했다면, 보다 높은 가격과 운반비를 포함해서 대략 1
조원 규모의 외자 유출이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됨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본 개발을 통하여 제조 Cost가 저렴하여 원가절감 할 수 있는 자동차 외판재용 합금화용융
아연도금 강판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음
○ 자동차 외판용 합금화 용융아연도금강판의 생산기술 확보로 국산화 시현이 가능해짐
○ 완제품의 제조원가 감소 및 품질향상에 의한 국제경쟁력이 강화됨

‑ Fe-Flash 강판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 가능
‑ 내식성 등 우수한 품질공급 가능
○ 수입 대체효과의 증대

‑ 자동차 제조사의 Fe-Flash 강판의 수입 대체효과
‑ 2019년 한 해 71만톤 생산(100만원/톤 =7천억 규모)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자동차 외판용 GA 강판의 기술을 2003년도 개발하여 2004년도 실차적용성 Test 및 양산
공급을 실시하여 약 8,660백만원의 매출증가를 가져 왔고, 이 결과는 2004년 4/4분기부터
실차에 공급되어 나타난 결과임
○ 2005년부터는 현대, 기아자동차의 대부분의 차종이 GA 강판의 적용하여 차종 및 적용파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향후 자동차강판의 경우 내식성 개선 및 원가절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
고 이층도금재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유기피복재 또한 중금속 규제로
2005년 단산되어 향후 개발되는 신차 및 양산차종의 경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CR 강판
및 이층도금 강판은 합금화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전부 대체될 예정임
○ 또한 중국, 인도, 멕시코 등에서 합금화용융아연도금용 자동차강판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은 매우 밝음
○ 1980년대부터 자동차의 차체 방청강화를 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방청코드를 설정하여 방
청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겨울철 제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염은 자동차용 강판의 부식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설염을 많이 사용하는 북미지역이나 유렵은 자동차용 강판의 방청성에 대한 각
종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겨울철 제설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식성이 우수한 자동차용 표
면처리강판을 적용하게 되면 자동차의 수명이 연장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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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능형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 ESP System 개발(’06년 선정) : 2유형, 기계소재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주)만도의 제동장치는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GM을 비
롯해 Ford 등 Global 업체와 중국 시장에 공급 또는 개발되고 있으며, 품질의 우수성을 인
정받음
○ (주)만도의 ESP는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으로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독일을 중심
으로 해외 일부 국가만이 보유한 제품 기술을 국산화하여 수입 대체 효과 및 한걸음 더 나
아가 해외 시장 개척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음
○ 상기한 사항을 기반으로 전기차 시대와 향후 Brake 시스템인 IDB에 대해서는 독일 업체와
세계 시장에 동시에 출시하므로 미래 브레이크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성장하였음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Global OEM에 진출하기 위해 주로 매년 겨울마다 Sweden 및 중국에서 Winter Test 및
Ride Session을 통해 Global 고객에게 (주)만도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고, 최초에는 한국
업체의 기술 소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던 BMW, Ford, PSA, FCA, VW 등의 Global
OEM이 근래에 (주)만도의 신기술에 관심을 갖고 매년 찾아오는 주요한 기술 Event로 정
착되었음
○ 이렇게 Global OEM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Engineer들이 매년 밤낮없이 신기술 개
발 및 특히 차량 Demo용 샘플 개발과 차량 성능 육성을 위해 헌신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
어냈음
□ 해당 기술개발 시 정부 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 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ESP 장착을 의무화시킨 정부의 안전 정책이 시장 성장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며, ESP
의무화로 인해 국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회사 발전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음
○ 아울러 정부에서 선행과제에 지원해 주는 것은 기술개발 속도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
각됨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의 ESP 장착 의무화, 국내 ESP 장착 의무화
○ 안전보조시스템은 현재 ADAS와 연계되어 Adaptive Cruise Control 등 능동형 안전보조시
스템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
○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ESP 기술은 IDB 기술발전에 기반이 되었고, 이를 통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에 장착됨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우리가 개발한 ESP는 2004년 8월부터 현대자동차 투싼과 투스카니,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등 국산차량에 적용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임

374 • • •

별

첨

‑ 따라서 그동안 외국 업체에 지불했던 로열티 등 불필요한 외화 유출이 줄어들게 되며, 외
국 경쟁사들은 이번 ESP개발 성공소식에 경쟁적으로 ESP 국내 공급가격을 절반 이하로 떨
어뜨리고 있는데 이는 국내 자동차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실제 양산 시점에 기대했던 기대 효과 이상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당연히 국산화에 의해
수입 대체 효과는 그 당시 제품 납품가로 보면 50% 이상 절감하였고, 해외 매출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 이상 달성하였다고 생각함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ESP 양산 시점에서는 세계 4번째 국내 최초의 개발을 만족했지만, 현재 (주)만도 Brake는
세계 1, 2위를 놓고 시장경쟁을 펼치고 있음
○ 특히, 근래에는 독일의 Bosch, TRW, Continental과 기술 격차 없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는 차량 안정성 향상을 통해 차량 사고에 의한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
호하므로 사회적 기여를 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고 예측함
○ 기술적으로는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차량의 제어를 실현하는 첫 제품으로 현재 각광받고
있는 자율 주행 관련 최초의 제동 제품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임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
니셔티브 역할 등)
○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관점이 가장 큰 내용이나, 주행 안정성이 얼마나 개
선되었는지 파악하기는 힘듦

18) 첨단 제어기능의 B787 SEMAS 구동시스템(’06년 선정) : 1유형, 정보전자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본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내, 현재에도 보잉사에 해당 부품을 납품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이 있기까지 연구자 및 기업의 노력도 있었으나, 리스크가 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어려운 결심을 해준 정부의 지원이 큰 영향을 하였음

‑ 항공산업은 개발에서 상용화 및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간 기다려주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긴 호흡으로 꾸준한 연구개발을
지원해 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연구개발을 마쳐 현재 생산되는 보잉 B787기에
지속적으로 장치를 납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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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보잉사에서 항공기 개발사업이 없어 후속의 연구개발사업은 없으나, 향후 항공기 개
발사업이 시작되면 본 경험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함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어려웠던 점

‑ 우리나라는 reference가 없어 B787기 개발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음
‑ 시스템엔지니어링 사업으로, 공동설계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
으며, 연구원들이 영국에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함
· 디자인 과정에서, 타 요소들(날개, 엔진, 랜딩기어 등)의 스펙(중량, 부피 등) 변경에 따
라 개발되는 부품의 스펙도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가 계속 변경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설계를 진행함
○ 에피소드

‑ 2006년 12월 22일, 한 해를 조용히 갈무리할 시점에 우리는 B787 SEMAS 인증시험용 제
품제작에 한창이었음

‑ 29일까지 영국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밤낮 없이 2교대로 크리스마스
휴일까지 반납하며 작업을 진행함

‑ 마침내 12월 25일, 생산된 제품의 표면처리를 위해 어둠을 뚫고 창원으로 출발하였으나, 천
안공장의 후공정 및 검사일정까지 감안하면 28일 저녁 늦게나 제품이 완성되고, 수출에 필
요한 각종 행정 절차와 배송일정까지를 계산하면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할 형편이었음

‑ 방법은 단 하나! 직접 물건을 들고 영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29일 출발하면 영국과의
시차로 29일 도착이 가능했기에 그날 밤 아슬아슬하게 영국편 비행기에 몸을 실음으로써 우
리는 몇 년간 팽팽한 긴장 속에 심혈을 기울여 진행하였던 이번 프로젝트의 유종의 미를 거
둘 수 있었음
□ 해당 기술 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동 사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음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리나라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생태계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공급사슬 상 Tier 3로 발주기간의 단
가 하락 압박 및 인건비 등으로 영업이익율이 낮아 베트남, 태국 등과 경쟁이 어려움

‑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나 모두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
요함
· (Tier 2로의 향상) 동 사업과 같이, risk share 형 항공기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신
항공기 구성요소의 설계/디자인 개발을 수행
· (집중화) 특정 부품에 대해서는 글로벌 top이 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이 필요
→ 날개, 엔지, 랭딩기어 등등 다양한 요소에 분산지원하는 경우 상황 타계가 어려움
· (국산 항공기 플랫폼 개발) 항공기 구성요소의 인증시험 등을 위해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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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B787 개발사업 단계부터 참여하여 현재 700억원 내외의 수출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지
속적인 항공기부품 수출이 예상됨

‑ 항공기 부품 개발기술과 정밀 기계가공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할 경우 직접적인 응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 국제 경쟁력이 있는 민항기용 제품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나아가 선진화된 첨단
시험설비의 자체 수출도 가능할 것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는 모두 실현되었다고 생각되었음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놀라운 쾌적함, 비행이 즐거워져요~

‑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고 좌석과 창문은 더 넓게, 조명과 차양막을 자유롭게 제어하는
인간공학적 설계의 차세대 여객기로 쾌적함을 맘껏 누린다
○ 항공기용 구동기, 우리 손에 달렸다!

‑ 머지않아 국내기술로 제작된 부품들이 적용된 새로운 최첨단 B787 모델을 접할 수 있을 것
이며, 나아가 세계적으로 여러 항공기 모델에 적용하여, 우리 기술로 개발한 “Made In
Korea”라벨의 첨단시스템 및 부품이 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날이 올 것이다

19) DPP IV 억제제를 이용한 신규 당뇨치료제 제품화(’09년 선정) : 2유형, 생명해양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제미글로 2012년 국내 허가

‑ 2013년 제미메트 허가 당뇨병에서 혈당강하제는 대부분 병용 처방하므로 복합제의 조
기 개발이 성공의 관건임
○ 5년 바이오스타 과제 지원 중 전임상 시작해 임상3상 진입함(각 단계 성공 완료 및 다음
단계 진입이 성과)
○ 원래 과제 전략은 임상1상 후 해외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이전이 목표였는데 (글로벌 당뇨
약 개발은 특히 대규모의 장기간 임상시험이 필수이어서 자금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임상1
상 진입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성 평가했을 때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미 동일 계열 물질을
개발 파이프라인에 가지고 있는 곳이 많아 기술이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 2형 당뇨의 경우 국내시장도 충분히 커서 개발 후보가 우수하다면 자력으로 국내 개발을
진행하며 해외 시장 진입을 모색해 보기로 의사 결정해서 임상1상 개발을 국내로 변경
하고 이후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개발해 허가들 득한 것이 현재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이
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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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임 1약 자체의 우수성이나 문제점은 임상3상까지 해
봐야 파악이 되는 사항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동일 작용기전의 약물 중에서 최
고라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 임상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
문에 미국이나 유럽 진출을 못함
○ 신약개발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개발 후보로 선정되어 전임상 개발을 통과해 임상 1상에
들어간 경우도 10% 정도만 신약으로 성공할 정도로 성공률이 낮으므로 디스커버리 전임
상은 과제 수를 여러 개 가지고 가야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1개발 후기로 갈수록 투자 규
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므로 내부에서도 각 단계를 올라갈 때 과제 간의 경쟁이 매우 치
열함. 또한 필요한 규모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 지연이 필연적인데 추후 개
발 후보가 신약으로 허가들 받아도 늦어진 것만큼 가치가 하락됨. 이 과제의 경우 5년 바이
오스타 과제선정 시 매우 도전적인 개발계획으로 지원했는데, 이런 바이오스타 과제 목표
달성 이유 및 정부 지원이 회사 내에서 다른 과제들과 경쟁해 빠른 개발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신약개발의 경험이 없는 경우 개발 단계별 요건을 적용한 과제 평
가 자체가 개발 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것임
○ 신약개발은 시작 이후 허가까지 각 단계에서 많은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이고, 제미글
로도 2003년 과제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그 단계별로 필요 전문성이 달라 많은 사람들이 들
고 나면서 과제들 진행함 예로 2012년 허가 당시 기념으로 남긴 과제 참여자 이름을 새긴
액자에 300명 가까운 인원이 들어갔고 많은 참여자들이 담당분야에서는 본인들이 과제의
주인이라고 생각함. 과제책임자(P/L project leader)도 개발을 진행하면서 단계에 따라 다
음 단계 P/L에게 연구 전권을 넘겨주며 진행함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제미글로’는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특히 STABLE I 연구를
통해 Sitagliptin과 Glimepiride 대비 혈당변동성의 개선(SD)을 입증하였고，연이어 진행된
STABLE 11 연구에서도 Dapag liflozin 대비 우수한 혈당 변동성 개선 (SD， MAGE)을
입증하였음
○ 중등도 또는 중증 신장애를 동반한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GUARD 연
구에서도 위약 또는 Linagliptin 대비 우수한 혈당 감소효과 및 알부민뇨 개선 등의 신장
보호 효과를 입증하여 혈당조절 이상의 임상적 혜택을 제시하였음
○ LG화학은 공정 개발 및 생산 시설 구축을 통해 ‘제미글로정’을 합리적 약가로 공급하여
국내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울러 국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하고
있고，‘제미글로’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여 적응증
확대 및 복합제 출시하였음
○ 2013년 ‘제미글로’와 메트포르민서방정의복합제‘제미메트R 25/500mg’을 시작으로 2014
년 50/1000mg, 2015 년 50/500mg, 2017 년 25/1000mg의 다양한 용량으로 출시하였음
○ 이후 전 제품의 제형 축소 개발을 통해 환자의 복약순응도 증대에 이바지하였음
○ 또한, 2017년에는 ‘제미글로’와 이상지질혈증 치료성분인 Rosuvastatin 복합제인 ‘제미로
우’를 개발하여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을 동시에 치료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복용 편의
성을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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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제미글로’
는 SGLT-2 억제제와의 병용임상도 진행 중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계약을 통해
한국 신약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해당 기술 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제미글로정은 LG화학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9년 간 총 477억원(지식경제부 지원금 57
억원 포함)을 투자하여, 2012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 품목 허가를 취득
했음(대한민국 제19호 신약)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제2형 당뇨는 현대인의 생활 특성상 점점 증가 주세이므로 시장이 확장 추세임
○ 현재 혈당을 조절하는 약들에 더해 향후 근본적으로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의 개발이 필요함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반영

‑ 국내 이상의 의약품 시장 크기를 가진 인도, 중국, 브라질, 멕시코, 중동, 터키, 러시아 등
7대 이머징 마켓에 등록, 판매하여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거대한 의약품 시장인 일본, EU, 미국에 추가 임상을 진행, 등록하여 진출할 경우, 단
일 의약품만으로 전 세계 수출액이 십억달러(약 1조 2천억원)를 넘게 됨

‑ 전 세계에 대한민국 제약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고용 상승, GNP 증가를 통한 소
득 3만불 시대의 조기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제미글로 허가 현황 : 국내를 포함하여 약 20여 개 국가에 승인
‑ 해외 출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현재 멕시코, 태국, 필리핀에 출시
‑ 국내 성과로는 2019년 기준 외부시장데이터(Ubist) 기준으로 국내개발 신약으로 최초
1,000억원을 돌파함
○ 현재 국내 출시된 9개 제품 중 M/S 3위(20%)

‑ 우수사례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투자 대비 성공적인 과제라고 봄
‑ 후발주자로 허가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계열의 거대 다국적사 약들과 경쟁하여 현
재 국내에서 2위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3위(2019년 DPP IV 저해제 처방액은 5,290억
원인데, 제미글로+제미메트는 975억원으로 국내 3위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약 자체의
우수성과 개발과정에서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임상 전략을 수립해 경쟁물질과 head to
head 비교하는 도전적인 임상 시험을 진행해 우월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파악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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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개발과정을 통해 육성된 연구개발인력, 구축된 시스템 축적된 경험이 내부 또는 외부의 다
양한 신약개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비임상，CMC, 임상, RA, 영업/마케팅 사업개발 등)
○ 우수한 혈당강하제로서 제2형 당뇨 환자의 혈당조절에 기여, 회사 매출에 기여함
○ 제미글로는 자력으로 내부에서 개발해 허가까지 진행한 첫 번째 합성의약(자사가 개발한
팩티브는 미국허가를 받았지만, 조기 단계 다국적사에 기술이전 해서 다국적사가 개발한 것임)으
로 이 과정에서 모든 관련된 역량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이후 여러 과제가 진행되고 있음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
니셔티브 역할 등)
○ 2005. 8 지식경제부 Bío Star 과제선정 (57억원 지원)
○ 2009. 3 LG그룹 연구 개발상-본상
○ 2009. 1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교육과학기술부)
○ 2010. 1 중국 쌍학제약 기술수출
○ 2010 터키 Nobel사 기술수출
○ 2012.5 보건신기술(NET) 인증
○ 2012. 11 대한민국 기술대상 은상 및 10대 신기술선정
○ 2012 사노피. 스탠달 기술수출
○ 2013. 2 대한민국 신약개발 대상

20) 펨토초 초고출력 펄스 레이저 개발 및 응용연구(’06년 선정) : 3유형, 정보전자분과
① 주요 환경변화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레이저를 이용한 극한 과학기술 개발은 기존의 초대형 장비 (싱크로트론, 입자 가속기)로
수행하던 고에너지 물리에 대한 연구를 실험실 수준의 장비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줄 것임

‑ 펨토초 초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만든 고에너지 전자와 입자빔은 의료, 영상, 나
노 기술 등에 응용이 가능

‑ 펨토초라는 찰나의 시간을 이용하여 원자나 분자 내부의 전자의 빠른 움직임을 포착함으로써
물리와 화학의 기본 메커니즘을 규명 가능

②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 분야, 활용 가능분야 파악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21) 복합형 나노소재를 사용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개발(’09년 선정) : 3유형, 기계소재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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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성과 100선 선정 이후, 본 연구진은 복합형 나노소재를 기반으로 한 저항 변화
메모리, 저항변화 현상을 활용한 멤리스티브 소자 기반 하드웨어 인공지능 소자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저항변화 메모리 소자의 소형화와 고집적화를 위한 나노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재
료의 측성 변화와 이종 재료 간의 흡착·계면현상을 꾸준히 연구한 결과, 2009년 이
후로 나노 복합체 제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저항변화 메모리, 멤리스터 소자와 관
련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150여편 이상을 발표하였음
○ 특히, 나노 복합체 내부에서 저항변화 현상을 이야기하는 전하 이동 및 필라멘트 형
성에 관련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단일 유연 멤리스터 소자의 고전적 조건화 모방
에 대한 원천기술을 2017년에 재료 분야 최고위 학술지인 Advanced Material에 발 표
하 였 으 며 , 상 관 학 습 과 훈 련 가 능 한 기 억 능 력 을 지 닌 플 렉 서 블 3차 원 인공 시
냅스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결과를 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 및 특허 등록하
였음
○ 차세대 저항변화 메모리와 관련한 이러한 우수한 연구 결과를 인정받아 2018년 정
보·전자 분야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및 2019년 한국연구재단 웹진 카드
뉴스 우수연구성과에 선정되었음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최근에는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자
가발전 컴퓨팅이 가능한 인공지능형 소자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2020
년 최상위 국제학술지인 ACS nano에 보고한 바 있음. 이종 간의 물질로 구현된
나노복합체의 전하 구속 현상을 활용하여, 인간의 뉴런-뉴런간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전위와 유사한 거동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인간의 인지 및 학습을 모
방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음
○ 본 연구실은 나노복합체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전자/이온의 전달현상에 근거한 저
항변화 현상을 규명하고 기술 개발단계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
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양자점, 그래핀, 유/무기 페로브스카이트 등 학교에 최신 보고된 물질을 파악하고 저
항변화 현상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상응한 연
구 결과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재료로부터 추출한 환경
친화형 물질을 활용한 하드웨어 인공지능 소자인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
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ICT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 요구되고 새
로운 과학기술의 난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진은 새로운 개념의 기술개발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의 고도화와 전
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또는 다른 전문성을 지는 그룹과 협력·융합을 시
도하였음
○ Fuzhou 대학의 Fushan Li 교수 그룹과 인체친화적인 나노복합체 형성 및 멤리스티브
소자에 대한 연구, 매사추세스 대학의 J. Joshua Yang 교수 그룹과 멤리스티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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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스 소자에 대한 연구, 캘리포니아 대학 샌타바버라의 Dmutri B. Strukov 교수 그
룹과 뉴로모픽 컴퓨팅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여 나노복합체 소재 및 소자
응용기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 개념을 창출하였으며 지능형 미래 반도체
의 응용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음
□ 해당 기술 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한국연구재단에서 도약과제와 도약후속과제의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으로 해당 기술에
연구개발이 성공했다고 생각함
○ 미래 반도체 분야의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플랜 및 연구지원보다는 정
부차원에서 지속적인 장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
는 융합의 시대에서 단일이 아닌 집단 차원의 연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판단됨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는 신기술 간 또는 타 분야와의 상승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함
○ 서로 다른 분야의 복수 학제 연구보다는 공통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서로 다른 기술
간의 학제 간 융합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미래사회의 수요와 경제 및 시장원리를 충
족할 수 있는 집단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유기물을 사용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가 상용화에 성공하면 상당한 경제적인 매
출을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됨

‑ 미래에는 동영상과 같은 고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휘발성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많은 연구성과를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제조 기업에 이전, 앞으로 우리의 연구는
유기물을 사용한 비휘발성 메모리 상용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1990년대 후반 이후 반도체 메모리의 응용 분야는 PC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전자
기기에 사용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는 반도체 공정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급격한 증가를 거듭해왔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소자의 크기를 줄이는 물리적 한계 문제가 대두되면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저항변화 메모리는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대체할 차세대 메모리로 각광을 받았음. 본 연구진은 복합체 기반의 고성능·고효율
저항변화 메모리 기술개발을 인정받아 2009년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음

‑ 본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이 차세대 메모리로 반도체 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다 양 한 기 술 개 발 과 낸 드 플 래 시 메 모 리 의 3차 원 집 적 으 로 집 적 문 제 의 한계가 해
결되면서 예상했던 파급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웠음

‑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본 연구실이 개발하고 축적한 복합체 기반의 저
항변화 메모리 기술은 지능형 뉴로모픽 소자로의 적용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향
후 미래사회에 반도체 분야와 경제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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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우수 성과 선정 이후로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해당 성과로
150여건의 SCI 논문과 10여편의 국제 특허 등록, 40여편의 국내 특허를 등록하여
해당 연구에 기여함

‑ 삼성전자, 인터렉추얼디스커버리, LG 디스플레이에 기술이 전함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복합형 나노 소재를 이용한 차세대 비후발성 메모리 소자의 기술을 바탕으로 뇌의
신경망처럼 학습, 훈련,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인공지능에 사용할 수 있는
3차원 인공 스냅스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 이들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습득, 소멸, 회복 및 일반화 특성을 포함한 고전적 조건은
단순히 하나의 멤리스터를 사용함으로써 완벽하고 효과적으로 모방이 가능한 인
공지능 하드웨어에 가능성 제시
○ 파블로프 개 실험으로 설명한 고전적 조건 형성 실행법의 습득 방법에 대한 원
천 기술을 인공지능의 모방훈련에 대하여 활용
○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없이 뇌의 신경망처럼 학습, 훈련, 연산, 행동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인공지능에 사용할 수 있는 3차원 유연 인공 스냅스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와 하드웨어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이 역할 수행
○ 인공 스냅스의 소자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소비전력을 상당히 낮추어 인공 시
냅스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여 초저전력, 거대 용량 유연 하드웨어 인공지능의 기
술적인 측면에 응용
○ 인공지능의 모방, 학습, 훈련, 연산, 행동을 수행하는 기능에 이 연구를 접목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다기능을 가진 인공지능 소자를 제작하여 인공지능 사업의 종주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며, 선도적인 인공지능의 장을 열고 새로운 산
업화 영역을 창출에 이바지함

22) 주택용 3kW급 저가 고효율 태양전지복합형 나노소재(’07년 선정) – 3유형, 에너지환경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연구 초기 내외부적인 소통의 어려움

‑ 연구 초기에 외국인 박사들과 언어소통, 업무진행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연구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 또한, 표면조직화 공정 등 해당 기술개발에 대한 관련 논문이나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문 박사들의 노하우와 지식을 활용하고 접목 시키면서 정말 수많은 실
패를 경험하였음. 하 지 만 , 끊 임 없 는 노 력 끝 에 1차 목 표 인 13% 변 환 효 율 을 달성하
였고 이후 연구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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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수행과제

‑ 고효율 터널 산화막을 이용한 패시베이션 전극형 셀과 모듈 개발(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 고 효 율 결 정 질 실 리 콘 태 양 전 지 용 전 하 선 택 접 촉 기 술 개 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 에
너지기술평가원)

‑ 35%이상 고효율 Ⅲ-V/Si 적층형 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 태양광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합형기술개발 플
랫폼 구축 및 운영(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 100MW급 이상의 n형 이종접합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핵심 공정장비 기술개발(산
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 면적 100cm2급 초고효율(>26%) 실리콘 웨이퍼 기반 태양전지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 태양광산업 글로벌 리더 양성 고급 트랙(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 다중 표면 아키텍쳐를 이용한 5G급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와 모듈(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 유·무기 박막 탠덤형 태양전지용 a-Si와 nc-Si 박막기술개발(기초기술연구회)
‑ 태양광 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사업(에너지관리공단)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상기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된 기술(실리콘 텍스쳐 기술, 도핑 농도 제어기술, 전
후면 전극 형성기술, 반사방지막 최적화 기술)은 당시 대면적 다결정 실리콘 태양
전지 최고효율을 달성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태양전지 양산 기업인 ㈜케이피이의 양산
라인 공정에 적용되어, 양산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개발된 기술들은 이후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었음
○ 연속되는 연구과제로 이종접합태양전지, PERC(Passivated emitter rear contact)
태양전지, 전하선택형 실리콘 태양전지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수행할
대형 국가연구 프로젝트인 TOPcon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에도 활용될 것임
○ 또한, 박막실리콘, 박막 SiGe 증착기술과 결합하여 박막실리콘/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연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탠덤 태양전지의 경우, 미래 초고효율
(30%이상) 탠덤형 태양전지 제작 기술개발의 기반이 될 것임
○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적용을 통해 PERC 태양전지의 경우 ~22%, 이종접합 태
양전지 경우, 대면적(6inch) 변환효율 23% 이상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제조기술을 확
보하였음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무엇보다, 우수성과로 선정된 만큼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너무 절실함

‑ 학교에서 연구, 기술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태양전지와
관련된 기술은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기술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시설, 장
비 등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 반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과제들의 경우, 이러한 인프라(시설, 장비)의 지
원은 너무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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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처음 연구할 때만 해도 인프라 자체가 없었고 장비도 모두 새롭게 구비하고
관련된 정보도 직접 수집해야 했음. 물론, 기업이나 타 학교 또는 센터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실험이나 측정 인프라가 좋아져 연
구하기에 좋은 환경은 맞지만,

‑ 태양전지의 경우 연구에 활용되는 자원들이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최적화된
장소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 자원들을 여기저기 이동함에
따라 발생되는 오염에 따라서도 결과는 정말 천지차이로 나타날 수 있어 시설, 장
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해당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
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과제 성과에 대한 압박이 크고,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의 운영이 절실함
○ 하지만, 과제 지원금도 바로 지급이 아닌 기간이 너무 뒤늦게 나와서 힘든 점이 많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52시간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효율적으로 바꿔줄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함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외부 시장 환경 악화, 요구 기술의 변화(신
기술 출현) 및 시장 미성숙, 협력 산업체의 경영애로, 법/제도, 사회적 인식, 부처
칸막이 등 사회 규제, 행정업무 진행으로 인해 연구진행 어려움
○ 정부에서 전략적인(기술, 시장 동향 등) 준비를 갖고 과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세계적인 흐름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과제만 관리하는 부분으로 매우 아쉬움. 중
국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장도 워낙 크고, 인프라가 형성이 잘 될 수 있는데, 현
재 국내 기업이 개발을 하더라도 시장이 너무 작음

‑ 특히, 웨이퍼 대란, 중국의 파격적인 지원 등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주었다면 태양전지의 원천기술 개발과 후속 연구들의
진행에 박차를 가하며 현재 국내 태양광 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음

‑ 단순히 지원을 받은 과제로써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O&M 서비스, IT, 농수산업, 금
융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정부의 R&D 지원이 재생에너지 산업 자
체의 혁신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함
○ 기존과 같이 시스템 설치(발전소)에만 국한된다면 태양전지 산업은 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됨

‑ 실제로 태양전지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지 실제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으며, 태
양전지를 실제로 도시로 들어와서 건물, 지붕, 유리 등 우리의 생활에 실제로 활용
되어야만 전반적인 산업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점에서 한전과 연결되
는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음
○ 추가적으로, 태양전지의 활용과 설치 등에 대한 민원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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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태양광 시스템 분야의 안정성과 효율 개선에 큰 효과가 있어서 이번 연구를 통해
20%의 국내시장 점유율, 1%의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확대가 기대됨

‑ 경제적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기술은 수송, 주택 및 건축, 우주산업용 위성 통신, 농
업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시장규모는 천문학적 수준
에 이를 전망임
○ 다양한 관련 과제 연구(기술적 파급 실현)

‑ 태양광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합형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참여율 : 20.2 %)(2020-01-01 ~ 2020-03-31)

‑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용 전하선택접촉 기술 개발
(참여율 : 21 %) (2020-01-01 ~ 2020-04-30)

‑ 35% 이상 초고효율 Ⅲ-Ⅴ/Si 적층형 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
(참여율 : 20 %)(2018-08-01 ~ 2019-07-31)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현재 주택용 PV시스템의 경우 일본이 가장 활발하게 확대 보급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

‑ 1994년에 600만엔/3kW 정도, 1995년에 430∼530만엔/3kW, 1996년에 300만엔
/3kW, 1998년에는 250만엔/3kW 정도로 보급되고 있음

‑ 즉, 양산 보급개시에 따라서 태양광 시스템 보급 단가를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데 기
여할 것임. 이러한 경우 상용전원의 발전단가 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술
개발에 활용과 파급효과는 막대함
○ 과제 종료 후 web of science 기반 연구 역량 평가 지표 h-index가 현재 34로 매우
우수하며, 390여건의 논문 출판과 연구 논문에 대해 총 5,287회 이상 피인용됨

‑ 태양전지 실무입문, 태양전지공학개론, 고급태양전지공학,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등
교재를 출판하였으며 그를 통해 국내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됨
○ 최근 태양광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과 시장 주도를 위해 중국에 대응가능한 핵
심 기 술 선 점 이 필 요 함 . 과 제 종 료 후 지 속 적 인 연 구 를 통 해 24% 이 상 의 고 효
율 태양전지 개발을 달성하였으며 소재, 장비의 경쟁력 있는 제품과 인프라 선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가능

‑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장비 및 소재 사업부터 셀, 모듈 및 공공사업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사업화 아이템 창출 가능함

‑ 소재부터 장비, 태양전지 및 모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고,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 모듈최저효율제 및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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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니셔티브 역할 등)
○ 연구협력

‑ UNSW 국제 공동 과제 수행
‑ 도요타 공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및 한국조명연구원 등

23) 산화물반도체를 이용한 투명전자소자 개발(’09년 선정) : 3유형, 정보전자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투명 산화물 반도체 TFT 기술

‑ 일본 동경공대 Hosono 교수 등이 개발한 대표적 산화물 반도체인 InGaZnO 소재의
경우 In, Ga 등 고가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음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가/희귀원
소를 포함하지 않는 Al:ZnSnO, B:ZnSnO 등 저가격 신소재를 개발하였음

‑ 산화물 TFT에서 일반적으로 고온 증착된 PECVD SiO2를 절연막으로 사용하는 데 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체 개발된 ALD AlOx 박막을 이용하여 저온(<200oC)에서도 안정
성이 뛰어난 소자를 개발하였음. 특히 PL(Protection Layer) 구조를 도입하여 산화
물 반도체가 공정 중에 받을 수 있는 손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성을 확보하
였음. 저온 산화물 TFT는 플라스틱 기판등 저온에서 공정을 해야하는 기판 소재상
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임
○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

‑ 현재까지 개발된 여타 투명 AMOLED의 경우에는 불투명 AMOLED에서 사용하는 불
투명 금속 배선과 불투명 다결정 실리콘 TFT를 사용하고 픽셀 내 일부 지역만 투명
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투명 AMOLED의 투과도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투명 전극과 투명 산화물 TFT로 구성된 투명 백플레인을 개발하였으
며, 이러한 투명 TFT 및 투명배선 위에 투명 OLED를 배치하여 고개구율(개구율
67.7%, 3.5인치 QVGA 패널 기준)의 AMOLED를 개발하였음. 이러한 결과로 세계최고
의 투과도(>60%)를 가진 투명 AMOLED를 구현하였음

‑ 본 사업의 후속으로 ETRI 내 증강현실 연구 그룹과 협업을 통하여 투명 정보창 시
제품을 개발함. 투명 디스플레이와 카메라를 집적한 단말을 이용하여 외부 사물을 인
식한 후 사물에 대한 정보를 투명 디스플레이에 나타내어 사물과 정보를 동시에 제
공하는 형태의 시제품임
○ 투명 전자소자 기술

‑ 또한 투명 전자소자로의 응용성을 확장하기 위하여 양면 터치 투명 디스플레이, 투
명 RFID 등 의 시 제 품 을 개 발 하 였 음 . 양 면 터 치 투 명 디 스 플 레 이 의 경 우 , 투명
디스플레이의 양쪽면에 터치 스크린을 집적하였으며, 화면 뒤쪽의 손가락이 보일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활용하여 앞뒤쪽에서 터치가 가능한 시제품으로 개발됨.
향후 게임기 등 좀더 다양한 UI 제공이 필요한 제품으로 활용이 가능함. 투명 RFID
는 통신회로를 투명 TFT를 이용하여 구현한 것으로 보안용 투명 게이트 등으로 활용
가능한 시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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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투명전자소자(투명한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전자기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진 소자)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N타입 외 P타입을 개
발하려고 했으나 기술적 제약 등으로 목표를 수정했던 기억이 있음

‑ 산화물 반도체의 경우 대부분 N타입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P타입 특성을 갖는
투명 반도체가 구현될 경우 CMOS형태의 투명전자소자 제작이 가능하고 OLED의 구
동에도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도핑 조절 혹은 신물질 개발 등으로 P타입 투명
반도체 소재를 찾는 연구가 필요했었음
○ 다 행 히 요 즘 들 어 P타 입 연 구 개 발 과 제 등 이 많 이 발 주 되 고 있 는 추 세 를 감 안 , 향
후 5년 내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됨
□ 해당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
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본 성과를 창출한 과제의 경우 당시에는 논문 수준의 분야였으나 정부 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된 케이스임(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된 것이 주요했음)
○ 연구결과물의 상용화도 의미가 높지만 일부 연구분야는 상용화가 주요 목적이 아닌
경우 후속 R&D를 지속하여 산업계에 파급되도록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음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요구 기술의 변화(신기술 출현) 및 시장 미
성숙, 후속 연구 및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 지원 부재
○ 요구 기술의 변화 및 시장 미성숙에 대해 설명하자면 투명 디스플레이를 상당히 매
력적인 분야로 생각하나, 일반인 관점에서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매력적인 제
품이라는 인식이 약함. 휴게소 거울에도 적용된 사례가 있으나, 일반인들은 새롭게 생
각하지 않음. 관련한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못 찾은 점도 있음
○ 향후 쇼윈도, 냉장고, 자율주행차의 자동차 앞면 유리 등에 많이 활용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투사방식(투과율)과 가격 측면 요소가 더 연구되어야 함

‑ 단적인 예로 TV 가격의 제품을 유리창에 설치하는 것을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됨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산화물 반도체 전자소자(TFT)가 기존에 개발된 소자에 비하여 양산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대형 AMOLED의 개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 UD(Ultra Definition)급 이상의 고해상도에서 고속동작을 필요로 하는 차세대
TFT-LCD 패널에서도 산화물반도체 TFT가 구동소자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투명전자 시대의 도래를 알린 투명전자소자와 투명디스플레이의의 구현은 기능성 자
동차 유리, 지능형 쇼윈도우 등 많은 서비스와 시장 창출이 가능할 전망임
○ 기업 제품 등이 출시되면서 산화물반도체 관점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나, 투
명 디스플레이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실현할 연구가 많이 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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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수혜자는 기업과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국민이며, 수혜분야 및 활용가능분야는
OLED TV, 스마트 워치, 대형 TV, 모니터 등이 제조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국내 산화물 TFT 기술 발전 견인 및 기술확산에 기여

‑ 세계최고 수준의 산화물 TFT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산화물 TFT를 이용한 투명
AMOLED/스마트창의 세계 최초 구현 등 관련 기술 발전을 선도

‑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디스플레이 최고 권위 학회인 SID에서 2회에 걸쳐 초청발표를 하였음
‑ 산화물 TFT 워크샵을 5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산화물 TFT 기술의 확산에 기여
‑ 산화물 TFT 워크샵은 국내 산학연의 관련 연구자 200명 이상이 참석하여 높은 호응
도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일본 Hosono 교수 등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적
인 기술 교류에도 이바지함.

‑ SID 2008, 2009에 발표한 논문이 각각 640회, 619회 인용
‑ 2009년 advanced materials에 발표한 논문도 339회 인용(높은 피인용 횟수)
‑ 현재 산화물 TFT는 OLED TV, 고해상도 모니터, 스마트워치 등으로 활용되고 있
으며, 향후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차세대 유망 디스플레이로서 투명 디스플레이 아이템 발굴

‑ 고투과 투명 AMOLED/스마트창을 개발하여 이를 전시회나 언론 홍보 등으로 적
극 소개하여 투명 디스플레이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

‑ 예상 응용제품 발굴과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차세대 유망 디스플레이 개발 아이템으로서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선정(지경부
전략기획단 선정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 선도기술 6대 과제로 선정)되는데 기여

‑ 투명 디스플레이는 현재 LGD, 삼성디스플레이 등에서 양산 중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니셔티브 역할 등)
○ 사회문제 등의 해결과는 직접적인 연결점이 없다고 생각됨
○ 다만, LCD가 OLED TV로 변화되는데 필요한 기술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산
화물 반도체는 소비전력이 낮은 특징이 있어 실리콘에 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
음(에너지 저감에 유리)

24) RFID/USN용 센서 태그/노드 기술(’07년 선정) : 1유형, 정보전자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RFID(단방향)의 경우 홈네트워크, 물류, 유통 분야 등에 적용했으나, 기술이 진화됨에 따
라 NFC(양방향)로 진화하는 등 다양한 기술 확산 계기가 마련되었음
○ 또한, 정부가 2014년 5월, ‘초연결 디지털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을 발표하면서 RFID/USN에서 확장된 IoT정책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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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란 용어는 1999년에 MIT의 오토아이디센터(Auto ID Center)에서 RFID와 센서 등을 활
용하여 사물에 탑재된 인터넷이 발달할 것이라 예측한데서 비롯됨

‑ 유비쿼터스와 비슷하지만 기존의 자체적인 통신시스템을 인터넷이란 체제에 흡수함으로 더
확장된 개념임

‑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자생력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시
험환경을 지원하는 ‘사물인터넷지원센터’를 2011년부터 운영하여 M2M (Machine to
Machine) 표준화, oneM2M,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ITU 등 국제표
준화 활동을 위해 출연연, 포럼, 국내표준기관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기술의 글
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도 수립

‑ 2014년 발표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의 비전은 초연결 디지털 혁명 선도국가를 실현하는 것으
로 국민, 기업,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IoT 서비스를 개발·이용하도록 하는 것임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초절전 센서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10년 ~ ’14년)

‑ 산업자동화, 유틸리티 공정관리, 네트워크 실시간 추적 탐지, 산업/사회 안전, 응급 헬스 케어,
광역 환경 감시, 실내외 재난/방재관리, 실내외 실감 제어 및 감성 통신, 에너지,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IoT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신뢰, 시의성, 멀티홉” 특성을 갖는
핵심원천 기술개발 국제표준기술 확보

‑ (세계최초) IEEE 802.15.4e DSME MAC S/W 스택 구현
‑ (세계최초) IEEE 802.15.4g SUN 표준 기반 SoC 개발
‑ 특허 출원 : 75건 (국제특허 36건, 국내특허 39건)
‑ 표준기술: 3건 확보 (IEEE802.15.4e-2012, IEEE802.15.4g-2012, IEEE802.15.4k-2013)
‑ 표준특허: 9건 확보
○ 초경량 저전력 RFID 보안플랫폼 기술개발(’10년 ~ ’13년)

‑ 수동형의 보안성을 강화한 수동형에 맞는 초경량 보안 알고리즘 및 저전력 태그칩을 개발함.
기존 보안기술들의 취약한 보안성을 개선한 RFID 핵심 IPR, 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화
상용화 기술개발이라는 통합적인 연구 개발은 RFID 기술에 대한 인지도 및 경쟁력을 향상시킴

‑ 특허 출원 : 31건 (국제특허 21건, 국내특허 10건)
‑ 표준화: ISO/IEC SC31 WG7 29건 (ISO/IEC29167-14 WD 표준안 및 기고서 )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우리가 RFID 기술개발에 뛰어들었을 때,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은 외국에 의해 선점되었고,
더욱이 RFID 태그칩은 외국 업체가 국내 공급을 도맡아 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기술개발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음
○ 이에 국제표준을 지원하도록 반능동형 센서태그 기술과 리더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인 센서
태그 Air Interface 및 센싱데이터 구조관리 기술을 ISO/IEC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였음
○ 이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IoT 과제들이 진행되었으며, Top-down방식의 정책으로 기술
확장의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RFID 과제 종료 이후 단기간이지만 연구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 같아 아쉬운 기억이 있음
○ 기업 입장에서는 RFID 기술의 시장 진입 시간이 필요했을 듯한데,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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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술개발 시 정부 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부 차
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관련 정책 추진(기본계획 수립 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됨. 하나의 과제로 종료된
것이 아닌 확장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반영

‑ 요구 기술의 변화(신기술 출현) 및 시장 미성숙, 정부정책 기조 변화로 인한 지원과 관심 소외
‑ 해당 분야의 관련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창출되었을 것으로 생
각되며, 앞서 언급했듯이 RFID/USN 이후 IoT 관련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연구 지원이 감
소되었다고 생각됨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세계 최초 온도센서 태그기술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국제태그에 부착될 센서 등 국제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센서태그 신기술은 향후 세계시장 선점이 예상되며, MAC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기능 구
현으로 다양한 센서노드와 응용서비스도 가능함

‑ 2010년 RFID/USN 분야는 국내생산·부가가치 9조8천 억원, 수출유발 1조6천 억원에 달하고,
박막전지, 센서노드 복합전원 시장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기술적으로는 보다 발전된 방향의 연구 추진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되며, 시장의 경우 부
분적 매출 발생 등을 예상하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측정이 어려움

‑ RFID 관련 기술을 기업(사업화 역량이 높은 기업)에 기술이전했으나, 지금은 해당 기업이 내
부적 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 분야, 활용 가능 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내용 반영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수혜자는 관련 기술의 활용 기업이며, 활용 가능 분야의 경우 스마트시티, LPWA 관련 분야,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함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과학/기술적 성과확산

‑ 국제 표준획득 : 3건
· IEEE802.15.4e-2012 표준안 기고 및 표준 제정(2012.4) (표준특허 6건 확보)
· IEEE802.15.4g-2012 표준안 기고 및 표준 제정(2012.4) (표준특허 1건 확보)
· IEEE802.15.4k-2013 표준안 기고 및 표준 제정(2013.9) (표준특허 2건 확보)
· ISO/IEC SC31 WG7 29건 (ISO/IEC29167-14 WD 표준안 및 기고서)
○ 경제적 성과확산

‑ IoT 기반 고신뢰 감시/제어용 센서네트워크 시장용 초절전 센서네트워크 핵심기술은 기존의
수입되는 근거리 IoT 디바이스 제품들을 대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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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선진국 대비 중거리 IoT 디바이스는 80% 정도의 기술 수준으로 국내 기술력 부족
등의 사유로 IoT 서비스용 광역 디바이스는 전적으로 수입제품에 의존
· 국내 기업에서 ZigBee 기반 실내용 근거리 무선통신 디바이스는 상용화 되어 판매 중이나,
실외 응용 IoT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외산제품에 의존
· IEEE 802.15.4e-2012, IEEE802.15.4g-2012 및 IEEE802.15.4k-2013 신규 고신뢰 센
서네트워크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관련 표준특허(IPR)를 출원함으로써 산업체의 기술적용에
있어서 서비스에 대한 로얄티를 줄이고 해외 업체로부터는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음
○ 사회적 성과확산

‑ 고신뢰 IoT 서비스는 기존의 단순한 응용 수준에서 벗어나, 산업 자동화, 스마트 그리드,
광역 환경 관리, 자동차, 환경, 산업 안전, 헬스케어 등 다양한 환경에서 무선 기술을 통
한 기술적 수단의 소통을 지원하여 국민생활의 편의성 증대를 가져옴

‑ 초절전, 고신뢰/시의성 기반의 실감제어 서비스 등과 같이 개인 상태 및 주변 환경에 따
른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분야에 응용되어 국민 복지 향상 기여

‑ 초경량 저전력 RFID 보안플랫폼 기술개발을 통한 태그/리더 인증, 이력 신뢰성 보장, 불
법복제 방지 기술 개발은 선진국 수준의 RFID 보안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RFID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사회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
니셔티브 역할 등)

‑ IoT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사회적으로는 발전소안전관리, 환경 및 산
업 안전분야에 도움이 될 기술영역임

25) 암세포의 영상화 및 약물 전달이 가능한 다기능성 나노입자의 (’09년 선정) : 3유형, 기계소재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과거 20세기 초반에는 잘 알려진 여러 스타 과학자들의 개인적인 천재성과 노력에
의한 연구성과로 노벨상 수상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연구가보다 복잡해져 우수한
연구성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가 필수적임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젊고 유능한 과학자를 발굴 채용하여 공동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최고의 연구자와만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음

‑ 최고와 최고가 만나야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철학에서 공동연구는 세계 최고의
연구자와 수행하고 있으며, 본인이 획득한 인지도 등으로 공동연구 수행에는 어려움이 없었음

‑ 현재 Medical Application의 임상분야는 세계 최고가 아닌 서울대병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 기관(존스홉킨스 병원 등)과 할 필요성이 낮음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2009년 우수성과로 도출된 사례는 “창의연구”의 성과 중 하나로, 약물 전달 및
조영제로 사용 가능한 다공성 실리카 나노입자에 관한 연구였으며, 현재는 이와 관
련된 연구 외에도 에너지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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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연구”의 경우 하나의 선택적 주제에 대한 과제(단독연구)였으나, IBS 과제는
집단연구가 가능하여 다양한 연구그룹과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함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창의연구 과제(9년)를 수행하게 되면서, 이후는 큰
어려움 없이 연구를 할 수 있었음

‑ 2000년대 초반, 연구재단의 연구 과제를 통해 연구를 시작하고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아(2001년 논문 발표, 2002년 다양한 상 수상) “창의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음

‑“창의연구” 이후 IBS 연구를 시작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연구성과의 창출이 가능했음
□ 해당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
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연구자 본인의 성장 및 관련 연구그룹의 성장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연구지원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IBS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음

‑ 본인은 IBS 프로그램이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회의 지원방식보다도 우수하다고 판단함
‑ IBS 프로그램을 통해 “(1) 포스탁 등 박사급 연구원의 채용, (2) 국제공동연구 (3)
젊고 유능한 교수의 채용”이 가능하였던 것이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사유임
· IBS 프로그램은 집단연구가 가능해 이를 통해 젊은 교수들에게 초기연구비 및 인
적자원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분야의 성장이 가능했음
· 이와 같이 채용된 젊은 교수들의 현재 성과(연구업적)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경쟁력이 높음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사업화 관련 연구지원 서비스 부재, 법/제도,
사회적 인식, 부처 칸막이 등 사회 규제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약물 전달 및 형광 영상화도 가능한 다기능성 입자임. 따라서, 정맥주사를 통한 나
노입자 주입으로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가능함

‑ 나노입자가 암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항암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기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형광 영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MRI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
진을 줄일 수 있고, 수술 시 절개 부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음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학문적 가치가 우수

‑ 현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석좌교수이며, 2012년 새로 출범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의 나
노입자연구단

단장에

임명되었으며,

미국화학회지(JACS)의

부편집장(Associate

Editor)로 일하고 있으며, 화학/재료/나노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인 ACS Central
Science, Adv. Mater. (2005-), Chemical Communications (2006-2010), 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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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 (2009-2011), Nano Today (2009-), Small (2004-) 등의 편집(자문)위원으
로 선임되어 일하고 있음

‑ 2011년에는 UNESCO와 IUPAC에서 “세계화학의 해”를 기념하여 발표한 세계 100대
화학자 (화학 37위; 재료과학 19위)에 선정되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으로 화
학과 재료과학 2개 분야에서 Highly cited researcher에 선정되었음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영국왕립화학회

(Royal

Society of Chemistry) 펠로우, 미국재료학회 (Materials Research Society) 펠로우로
활동하고 있음

‑ 지금까지 연구업적으로 최고과학기술인상 (대통령상, 2016), 호암공학상 (2012), 포
스코-청암과학상 (2008)을 수상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세계진공과학기술연합회에서 주는
진공 과학 및 기술 분야 세계 최고의 상인 IUVSTA Prize for Technology를 수상하였음

26) 맨하이미아균 게놈정보 해독 및 가상세포 개발(’06년 선정) – 3유형, 생명해양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2006년 유전자 존재 여부 파악 후 균주 조작 시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유전자
조작 Tool을 개발하고 바이오 프로세스(발효, 공정 등) 등을 기획하고 있음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맨하이미아균 게놈정보 해독 및 가상세포 개발 이후 개발된 가상세포를 이용하여
2020년 6월 현재까지 출판된 25건의 후속 논문 및 100건에 다다르는 국내/외 등록
특허들에 in silico 시뮬레이션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었음
○ 특히 맨하이미아균을 이용하여 식품, 의약품 및 고분자의 원료는 물론 산업 화합물의
전구체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산업 기반 화학물질인 숙신산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본 우수성과 발표 이전에는 야생형 맨하이미아균을 이용해서 바이오 숙
신산을 생산하는 것에 그쳐왔음. 하지만 본 우수성과 발표 이후 해독된 게놈정보를 바
탕으로 숙신산 생산에 최적의 세포 내 대사 흐름을 찾아 인위적으로 맨하이미아균을 조
작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 또한, 수많은 유전자 조작 후보군 중 최적의 유전자 조작 타겟을 개발된 가상세포를
이용해 선정하고 조작하는 데에 성공. 그 결과 최근에는 숙신산 생산에 핵심적인 효
소를 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개량하여 고농도 (134 g)의 숙신산을 세계
최고의 생산성 (21 g/L/h)으로 생산하는 데에 성공하였음
○ 최근 심화 되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이루는 메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의 C1 가스의 저감 및 리파이너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맨
하이미아균 게놈정보 해독 및 가상세포 기술을 이용하여 C1 가스로부터 쉽게 전환
될 수 있는 개미산 및 대표적인 C1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과량의 숙신산을
생산하는 맨하이미아균주 개발에 성공하였음. 더 나아가서 C1 가스를 효과적으로
동화하는 C1 가스 대사 회로를 개발하여 개미산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성장이 가능한
균주를 개발하는 데에도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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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구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숙신산 생산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세계 기후변화
협약 등의 회의를 통해 C1 가스 배출이 전 세계적으로 통제되는 현시점에 우리나라의 독
자적인 기술을 통해 C1 가스 저감 및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숙신산은 상기 언급하였듯 그 자체로도 식품, 제약, 화학, 고분자 산업 등 광범위한 분
야에 널리 이용되는 유용 화합물임.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의 적용 가능성을 실
제로 보여주고 지금까지 알려진 적용 분야 이외의 차별화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맨
하이미아균을 이용해 만든 숙신산과 고분자로의 합성을 위한 디아민의 효과적인 분리
정제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음
○ 더 나 아 가 서 성 공 적 으 로 분 리 및 정 제 된 숙 신 산 과 3종 의 디 아 민 을 중 합 하 여 세
계 최초로 100% 바이오 기반 나일론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음. 이렇게 합성된 나일론을 이용
해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익히 알려진 적용 분야 외에도 소광제 등의 신규 분야에 적용
가능함을 실증하였으며 숙신산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음
○ 산업 수준의 바이오 숙신산 생산을 위해서는 숙신산의 생산성을 포함한 다양한 생
산 지 표 들 이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공정을 통한 생산 지표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어
야 함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수성과 수상 이후 맨하이미아균을 이용해 최근까지 이어
온 연구 결과는 국가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의존
성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기반 기술이 될 것임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연구 결과물의 활용처(기업 등)를 찾는 것이 매우 힘든 작업임. 현재 연구 수준은 아
카데미 수준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판단되나, 관심 활용처를 찾아 결과물을 상업화 하
는 데는 학교 차원에서는 한계가 존재함
□ 해당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
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연구 결과물의 적극적인 산업체 홍보가 요구됨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정부정책 기조 변화로 인한 지원과 관심 소외,
후속 연구 및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 지원 부재, 사업화 관련 연구지원 서비스 부재
○ 사업화 관련 연구지원 서비스의 경우 기업체가 관련 연구에 관심을 표명, 사업화 관
점에서 대응하다 보면 연구실 역량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함
○ 대학의 관련 부서가 담당해주기도 하나, 한계가 있어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시스템 생명공학 기법과 세포 전체를 모사하는 가상세포의 개발을 통하여, 많은 실험을
요구하는 균주 개량 작업을 컴퓨터상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시간, 비용, 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 매우 우수한 성능의 균주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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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기술은 세포대사나 복잡한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유전자 표현형의 예측 등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유용 물질
생산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등 앞으로 거의 모든 생명공학 산업화에 활용되는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임

‑ 미생물을 이용한 숙신산 생산 공정은 원유를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
가스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를 고정화하여 이용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기술임.
숙신산과 관련 유도체의 세계 시장은 200억 불 이상의 수입 대체효과와 수출이 기대됨
○ 파급효과는 실현되었다고 판단되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되지 못해 명확하게 실현 여부를
설명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해당 기술은 산업 전분야에 활용가능하기에 특정 수혜자를 명칭하기는 어려우나, 현
재 이슈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분야가 주요 타겟팅이 될 수 있음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맨하이미아균 게놈정보 해독 및 가상세포 개발 이후 관련해 과학/기술적으로 25건의
후속 논문이 출판
○ 100건에 다다르는 국내/외 특허들이 등록
○ 또한 게놈 정보 및 가상세포를 활용하여 개발한 다수의 개량된 맨하이미아균들이 한
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KCTC)에 기탁
○ 특히 25건의 후속 논문 중 100회 이상 피인용 된 논문이 5건으로 출판된 논문의 학
계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큼
○ ‘맨하이미아균 게놈정보 해독 및 가상세포 개발' 외에도 후속 연구 중 '미생물 기반
바이오 숙신산 대량 생산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이 국내/외 유수의 언론 매체에 혁
신 과학기술로 보도되며 국가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
○ 인프라적으로는 개발된 가상세포 DB를 본 연구진은 꾸준히 사용 중이며 해독된 게
놈정보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NCBI), 교토 유전자 및 게놈정보 백과사전
(KEGG) DB 등에 공개되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학계는 물론 관련 산업계의 기
술 개발에 큰 도움
○ 최근 개발된 맨하이미아균의 경우 세계최고의 생산성으로 숙신산을 생산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기존의 공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 바이오
숙신산 생산 공정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
○ 숙신산은 그 자체로 식품, 제약, 화학, 고분자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널리 이
용되는 유용 화합물임.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의 적용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고 지
금까지 알려진 적용 분야 이외의 차별화된 적용 분야 개척을 위해 맨하이미아균을 이
용해 만든 숙신산과 고분자로의 합성을 위한 디아민의 효과적인 분리정제법을 개발
하는데 성공. 이와 같이 개발된 효과적인 분리정제법은 미생물의 발효로부터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국내 바이오 기업체들의 생산 단가를 낮춰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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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독일 슈치니티사의 경우 연구실
방문 후 호의적이었으나, 이후 자체 균주를 개발(우리 균주와 유사, 지놈 서열상 일치)하
여 활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해당 기업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 3차례의 소송에서 KAIST가 모두 승소하였음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니셔티브 역할 등)
○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나일론 소재를 사용토록
연구 중이며, 차량용 코팅제에도 활용토록 연구 중임
○ C1가 스 배 출 을 포 집 , C02를 갖 고 숙 신 산 개 발 이 가 능 한 수 준 이 며 , 이 를 통 해 환
경오염과 기후변화, 온실가스 억제에도 많은 부분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

27) 유전성 파킨슨병 원인유전자의 기능 규명(’07년 선정) – 3유형, 생명해양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 는 사 업 화 발 전 흐 름 에 따 라 Break point
○ 시 장 /기 술 /정 책 현 황 참 조
○ 추가적으로 관련 기제는 2006년 첫 발견하였고 2013년 ~ 2015년까지 관련 연구의 정
교화 발전이 진행됨. 관련 경로(기제)가 신약개발에는 부적절하다는 한계를 느끼던 중
파킨슨병 유발의 새로운 경로를 발견함(2020년 연내에 학술지 투고 예정)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본 수상과 관련된 연구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생
체 조절기전 (mitophagy라고 명명)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본 발 견 을 기 점 으 로 mitophagy 조 절 기 전 이 여 러 연 구 자 들 의 노 력 으 로 상 세 히 규
명되게 되었으며, 파킨슨병 등 관련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술적 기반으로 응
용될 가능성이 제시됨
○ 본 연 구 자 는 수 상 이 후 Parkin과 PIN K 1의 분 자 조 절 기 전 을 밝 히 는 연 구 를 지
속 적 으 로 진 행 하 여 다 수 의 우 수 논 문 을 발 표 하 였 으 며 , 특 히 Parkin의 중 요 한 기
질인 VDAC의 생리작용 확립, 미토콘드리아 칼슘의 연관성 연구, 다른 파킨슨병 원
인유전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파킨슨병 질병모델동물의 확립 등으로 분야
를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음
○ 이 러 한 연 구 업 적 으 로 2008년 에 경 암 상 , 2013년 에 아 산 의 학 상 을 수 상 함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인력조달의 어려움

‑ 연구의 단절(본 연구자 역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서울대학교로 이직하며 전체적인
연 구 속 도 가 5년 정 도 늦 춰 졌 다 고 판 단 함 )

‑ 잘 숙련된 연구인력의 지속적인 조달이 어려움: 학생을 트레이닝 시키면 학위 후
미국으로 유학 [더 높은 수준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유학(국내 연구인력 조달의 공
통적인 약점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우수 연구 인력의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는 근
본 적 인 문 제 를 야 기 함 )] → 동 료 연 구 시 스 템 이 조 금 더 풍 부 했 다 면 , 현 재 의 연
구 성 과 뿐 아 니 라 주 변 /응 용 /임 상 연 구 까 지 도 빠 르 게 진 행 되 었 을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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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
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성공이유) 2001년부터 창의적연구진흥사업 과제 지원을 통해 매년 7억원 연구비를 7
년 동안 장기간 지원함으로써 기존 개념을 뛰어넘은 본 수상과 연관된 창의적 연구
성과가 도출되게 되었음
○ (필 요 요 소 ) 고 가 장 비 조 달

‑ 혁신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고가장비가 필요하나, 개인적으로 구입비용을 조
달 하 는 것 은 불 가 능 함 (예 : 10 0 억 원 대 C ryo- E M 장 비 )

‑ 최 근 낮 은 수 준 의 Cryo-EM 장 비 를 같 은 건 물 에 위 치 한 동 료 연 구 자 가 어 렵 게 도
입하긴 했으나, 경쟁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
(요구수준의 장비가격 : 100억원 수준 vs. 현재 보유한 장비가격 : 10억원 수준)

‑ 우수한 연구장비의 확충은 국내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필 요 요 소 ) 연 구 재 단 의 국 내 박 사 후 연 구 자 지 원

‑ 최 근 2년 간 새 로 운 형 태 의 박 사 후 연 구 비 지 원 이 증 가 함
‑ 연구인력의 지속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국내 고급인력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및 국내 연구역량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및 대응

‑ 핵심 연구인력 퇴사 및 신규인력 확충에 어려움
‑ 핵심 연구인력 퇴사의 이유는 대부분 이들이 포스트닥터 경력을 쌓기 위하여 미
국 등으로 유출되는 경우임. 따라서 단기간에 특히 개인적으로 해결하기가 불가
능한 애로점임

‑ 신규인력의 경우 경험을 가진 경우가 드물어 숙련에 필요한 훈련기간이 장시간 필
요하게 됨. 즉, 숙련 연구자의 유출과 미숙련 연구자의 재교육이라는 쳇바퀴에 빠
져있어 자체 연구인력의 높은 수준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저변이 낮은 연구 인력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동료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대응책임. 서울대학교의 경우 최근 우수
신진연구자들이 채용되어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또한, 관련 산업기반 부족으로 우수성과의 응용기회가 미국 등에 비교하여 상
당히 낮음. 연구자 스스로 기업(벤처) 설립을 할 경우 연구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
어드는 모순이 만들어짐. 따라서 성공 확률이 높은 사업화 대상 (예: 신약개발 타
깃 )을 먼 저 확 보 한 후 기 업 설 립 을 도 모 하 는 순 차 적 대 응 법 이 필 요 함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고등동물 세포에서 PINK1과 Parkin의 기본적 역할을 밝히고, 초파리 모델동물들을
사용해 개체 수준에서 이들 결과를 재검증함으로써 파킨슨병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게 될 것임

‑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모양의 변화가 파킨슨병 발병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고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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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민성 신경세포에서 Parkin에 의하여 기능이 조절되는 기질 단백질과 이들의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을 찾아냄으로써,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질 것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PINK1과 Parkin의 기 능 을 규 명 하 는 연 구 는 최 근 10여 년 동 안 크 나 큰 발 전 이
있었음.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질병 경로는 파킨슨병의 병리기전 중 분자 수준에서
상세히 규명된 첫 사례임

‑ 본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의 병리기전에 미토콘드리아가 직접적으로 관여함이 구
체적으로 증명됨에 따라, 기존에 시도되었던 미토콘드리아 기능보존제의 파킨
슨 병 에 의 효 용 성 을 재 고 할 수 있 게 되 었 으 며 , PINK1과 Parkin에 의 하 여 조절되
는 mitophagy를 퇴행성신경질환의 주요한 질병기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됨. 나아가
mitophagy의 다양한 기전과 조절자를 파킨슨병 또는 퇴행성신경질환의 새 로 운 치
료타깃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이 됨

‑ 우 수 성 과 수 상 당 시 연 구 에 서 는 PINK1과 Parkin 또 는 이 들 의 하 부 타 깃 을 직
접 대상으로 하여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질 것을 예상했으나, 연구가 정교
화되며 해 당 경로는 치료제 개발에 부적합하다는 한계를 체감하게 됨. 그러나 최근
연구자가 새롭게 발견한 질병경로는 치료제 개발에 매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파킨슨병의 분자 수준의 병리기전 이해에 필요한
지식증진을 가져옴 (최초 연구논문의 인용수는 1,500건을 돌파). 또한 mitophagy
연구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난치질환의 새로운 치
료기술 개발 가능성이 제안되었다는 측면에서 기초 학문적 성과에 더불어 기초
기술의 산업계로의 확산에 기여함
□ 경 제 적 /사 회 적 파 급 효 과 , 창 출 된 가 치
○ 사회의 노령화에 따라 파킨슨병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300백만 명이 넘는 환자가 존재하며, 미국의 경우 매년 6만 명 이상의 신규환자가
발 생 한 다 고 보 고 됨 . 국 내 의 경 우 15만 명 정 도 의 환 자 가 있 음 이 보 건 복 지 부 데
이 터 를 통 해 파 악 이 되 고 있 음 . 이 에 따 라 파 킨 슨 병 의 치 료 /진 단 기 술 개 발 에 대
한 경 제 /사 회 적 필 요 성 이 높 음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신규 파킨슨병 치료제 145개 중 약 90%의 약
물 이 질 병 의 증 상 을 완 화 하 는 기 전 의 약 물 임 . 반 면 에 질 병 의 기 전 에 기 반 을 두어
파킨슨병의 근원적 치료를 모색하는 약물 개발은 상대적으로 도전적 시도로 간주되
고 있음. 미토콘드리아를 대상으로 제안하는 본 연구의 새로운 질병기전은 새로운
형태의 치료약물 개발에 대한 기술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파킨슨병의 산 업 적
접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 • 399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실시계획 수립 및 우수성과 추적조사, 성과평가포럼 운영

28) 화학물질의 규제독성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제시(’09년 선정) – 3유형, 생명해양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부산대학교에서 독성 관련 연구를 진행하다가 본교인 성균관대학교(2013년)로 이전
하여 지속적으로 독성연구를 진행하였음

‑ 성균관대학교에서 특허출원(등록), 기술이전 관련 지원을 통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본 연구에서는 저용량의 중금속(수은)에 노출 후 유발되는 위해 영향을 표적장기에서
규 명 하 고 중 금 속 의 TK 및 TD 모 델 에 서 의 인 체 노 출 량 과 표 적 장 기 독 성 과 의 상
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인체 저용량 노출을 평가할 수 있는
신규 biomarkers (proteomics 및 metabolomics)를 발굴하여 표적장기 독성 지표
와의 상관성을 평가하고 인체 위해성 평가의 일환으로 exposure assessment를 확인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발굴 및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저용량의 중금속 (수은 및 카드뮴)노출에 의해 뇨중 대사체 산물
(metabolomics)인 3-indoxyl sulfate를 발굴하였으며, 또한 중금속 노출이 TCA
cycle 및 glutathione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내 biological function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밝혔음
○ 중금속의 저용량 노출과 관련된 표적장기독성을 진단할 수 있는 신규 biomarker에 대한
sensitivity를 상호 비교하여 AUC value가 가장 우수한 대사체 biomarker(3-IS)를 규
명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저용량의 중금속이 만성적으로 노출될 때 신장 독성을 유
발할 수 있으며, 이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신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으며, 특히 뇨
중에서 유리되는 단백질을 정량함으로써 진단의 편리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세
계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뇨를 통해 신체(장기)에 화학물질의 독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마커를 통해 확인하는 마커를 개발중에 있음

‑ 서울대학 교수 의학, 광주과학기술원과 협력하여 바이오마커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
○ 2020년 식약처 과제 첨단 독성예측 평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화 학 물 질 의 독 성 정 보 를 DB화 하 고 딥 러 닝 을 통 해 국 민 들 에 게 정 확 한 정 보 를 제
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성과 완료 후 바이오마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제품이 나왔지만 임상실험 단계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음

‑ 화학물질의 독성관련 연구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연구비 신청을 해도 반영이 안되고
있어 임상실험 단계의 비용을 충당못하는 실정임

‑ 또한, 본 연구는 사회에 이슈가 되었을 때만 반짝 관심이 주어지고 잊히기에 지
속적인 연구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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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
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독성연구 관련하여 많이 진행은 하고 있지만 베트남, 태국 등 흔히 우리가 부르는
후진국에서도 포이즌센터라는 독성 관련 전담 조직이 있어 많은 독성관련 연구가 지
속 적 으 로 진 행 되 고 있 는 데 국 내 는 전 담 조 직 도 연 구 소 에 서 과 로 줄 어 들 고 인력
15명에서 국내의 모든 독성물질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임
○ 또한, 해당물질을 담당하는 부처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후에도 서
로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처가 항상 늦음
○ 부처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독성물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요구 기술의 변화(신기술 출현) 및 시장 미
성숙, 정부정책 기조 변화로 인한 지원과 관심 소외, 후속 연구 및 시장 진입을 위
한 자금 지원 부재, 기술협력 파트너와 발견 및 협업 어려움, 사업화 관련 연구지원 서
비스 부재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임. 타국의 정보를 가져와
제공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생활습관, 이용 제품 등이 다르기때문에 국내에 맞는 정
보 제공이 필요함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브롬화난연제의 환경 규제농도 설정 및 인체 노출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에 활용될 예정임

‑ 브롬화난연제의 독성에 대한 새로운 표적 장기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이들 유사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활용될 예정임

‑ LC-MS를 활용한 독성물질의 독성동태 시험기술을 다른 독성물질의 독성평가 시에
도 적극 반영하여 독성평가 기술을 선진화하는데 이바지할 전망임

‑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 없이 상당한 감도로 분석이 가능한 방법을 확립, 향후 생
체시료에서의 브롬화난연제 노출량 평가에도 본 연구기법이 활용될 전망임
○ 수상 이후 명확한 파급효과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기술 발굴 및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음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국민, 산업계 등에게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함. 독성관련 정보 제공 및 바이오마커를
이용하여 질병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또한, 오류가 있는 정보 제공을 피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가습기, 치약 등
의 사고 예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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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유해 중금속의 저용량 표적장기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신규 biomarker를 발굴 평
가하기 위하여 최신 독성평가 기법인 toxicoproteomics를 활용하였음. 그 결과 수
은

및

카드뮴

저용량에

노출된

실험동물의

신장

조직에서

신규

biomarkers

(AKR7a1, SBP-1, GSTP1 등)를 발굴하였으며, 이들 biomarker를 활용하여 중금속의 아
만성적인 노출에 의한 신장독성을 민감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본 연
구 결과는 추후 인체 저용량 노출 평가 연구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시간별 혈중농도와 수은의 신장에 대한 독성 지표와의 상관성을 약동/약력학 모델링 기
법을 이용하여 해석하고, 정량화하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저용량의 중금속 노출에 따른
생체 내에서의 용량 변화와 독성 지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확립하였음
○ 중금속의 저용량 노출에 의한 혈중 농도 측정 방법을 확인하고 미량 노출에 따른
혈중농도, 표적장기에서의 농도, 뇨중 농도를 산출하여 질병유발과 노출량과의 상
관성을 규명하였음. 본 연구진은 이들 결과에 기초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뇨중
진단 키트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연구를 계획 중에 있음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니셔티브 역할 등)
○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음
○ 본 연구는 셀젠텍과 기술이전을 통해 바이오마커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임상 실험이 완료될 경우 저렴한 가격에 화학물질이 장기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를 확인하
고 이를 예측할 수 있으나, 연구비 등 수주가 어려워 임상 시험이 늦어지고 있음

29) 극지 천연결빙방지물질 개발(’06년 선정) – 3유형, 생명해양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저희가 발굴한 북극 효모 유래 결빙방지단백질 (LeIBP)와 남극 해빙박테리아 유래
결빙방지단백질 (FfIBP) 에 대한 국내 다양한 기관에서의 샘플 요청이 있음
○ 분당 서울대병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양대학교, 메디포스트, 가천의대 등에서
LeIBP 와 FfIBP 샘플을 가져가서 연구를 수행하여 논문을 발표함
○ 뿐 만 아 니 라 , 바 이 오 에 프 디 엔 씨 회 사 연 구 소 와 의 공 동 연 구 로 재 조 합 LeIBP 결
빙방지단백질의 CTFA (세계화장품원료협회) 화장품 원료물질 승인: 기능성 화장
품 원료로 개발 추진함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극지 결빙방지물질을 이용한 동결보존제 후보물질 개발이 최종 목표임.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극지생물 확보, 결빙방지물질 발굴, 결빙방지물질의 생화학적 특성 규명, 결
빙방지물질의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동결보존제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수행,
최적의 동결보존프로토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여러 가지 타입의 결빙방지단백질 유전자 발굴 및 재조합 결빙방지단백질의 대량 생산 시스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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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효모 유래 결빙방지단백질 및 남극 해빙 박테리아 유래 결빙방지단백질의 삼
차구조 및 결빙방지활성 메카니즘 규명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Acta
Crystallogr D Biol Crystallogr. 논문 게재)
○ 생식세포, 줄기세포, 적혈구 냉동보존 첨가제로써 재조합 결빙방지단백질의 효능 확인
○ 미국의 A/F Protein , Inc. 회사에서 판매중인 극지 어류의 혈액에서 직접 정제한
고가의 결빙방지단백질 (1 그램 당 $10000 에 판매 중) 과는 달리 극지연구소에서는 효
모 발현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재조합 결빙방지단백질을 발현하여 초저가의 결
빙방지단백질을 생산하는 시스템 개발
□ 해당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
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극지 결빙방지물질의 대량생산을 위해 춘천 바이오산업 진흥원의 대량 배양 시스템
(7000 리터)을 이용했으며, 결빙방지물질의 안전성 평가는 바이오톡스텍 회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음
○ 연구수행 중에 연구기관 자체 인프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국내 바이오 인
프라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음
○ 아라온 쇄 빙 연 구 선 (2006년 )이 해 당 분 야 의 연 구 성 과 도 출 에 큰 긍 정 적 영 향 을 미
쳤으며, 해당분야 연구에 기관의 고유사업비가 투입되는 등 극지연구소의 전폭적인 지
원이 있어 기술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요구 기술의 변화(신기술 출현) 및 시장 미성숙
○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바이오산업 발전을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생명과학연구에 필수적인 생물자원의 동결보존 기술은 세포, 조직, 기관을 필요 시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목적 외 멸종위기에 있는 동·식물의 생식세포 및 세포의
보관, 유전자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보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중임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현재의 냉동보존시스템은 해동과정에서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냉동보존 효율이 낮음
○ 그러나, 극지의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결빙방지단백질을 활용하면 유용생물종,
유 전 자 원 , 의 료 용 세 포 , 식 품 등 을 냉 동 -해 동 과 정 에 서 안 전 하 게 장 기 적 으 로 보
존할 수 있음
○ 따라서, 천연결빙방지단백질을 이용한 각종 응용기술 개발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재결정화’를 예방하는 극지생물유래 결빙방지물질은 동결보존 응용연구에 널리
활용되며, 고부가가치 물질생산이 가능한 극지생물 유래 결빙방지물질을 이용함으로써
국내외 다른 냉동보존시스템과 차별화할 수 있고, 초저온 냉동보존시장의 선점과
산업화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경제에 직접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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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북극 효모 유래 결빙방지단백질의 구조 및 생화학적 특성연구 논문
(J Biol Chem. 2012;287(14):11460-11468)Google Scholar 기준 피인용 94회
○ 최대 수준의 극지 효모 유래 결빙방지 단백질의 대량생산 공정 구축, 3g/L로 17배 생
산률 향상 (기존 최고 수준 ~ 0.18 g/L), 생산 단가 $10/g (국내 다른 연구기관에 공
동연구 재료로 제공)
○ 기존의 화학합성 물질을 이용한 동결보존제를 대체하는 친환경, 무독성 소재인 극
지 생물유래 결빙방지물질이 첨가된 새로운 동결보존제 개발
○ 결빙방지물질을 이용한 줄기세포, 생식세포, 생체조직, 적혈구의 동결보존액 개발
및 동결보존 원천기술 확보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예상
○ 재조합 LeIBP 결빙방지단백질 대량 생산에 대한 기술수준 및 기술가치평가 수행결과,
기술가치 약 22억원으로 평가
○ 시제품: 동결보존제 6종, 단백질 3종 제작
□ 비가시적 성과(연구협력, 창업, 다른 아이템에 아이디어 제공, 정책 또는 제도 발현,
이니셔티브 역할 등)
○ 최근에는 극지연구소 임정한 박사님 연구팀 주도로 남극 해양미생물에서 찾아낸 신
규 결빙방지물질을 활용한 혈액 동결보존제 기술 상용화를 위해 (주)알테로바이오텍과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음
○ 이번에 개발한 혈액 동결보존제를 활용해 6개월간 혈액의 장기 냉동보관 실험에 성
공함으로써 냉장 상태로 35일까지 가능했던 혈액의 보관기간을 5배 이상 늘릴 수 있
게 되었음

30) 무기나노소재를 이용한 수소 에너지 저장 재료(’07년 선정) – 3유형, 에너지환경분과
①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 연구 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 본 연 구 는 연 구 착 수 당 시 사 업 화 까 지 30년 소 요 를 예 상 하 였 으 며 , 그 흐 름 은 다
음과 같음

‑ ('03년)개념연구 착수→('06년)개념적 원리 획득→('07년)100선 선정→('16년) 실험을
통해 개념적 원리 증명

‑ (현재) 상온환경 실험 추진 및 수소저장률 확보에 주력→(향후)2025년 정도 상용화가 가
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
□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 나노재료를 이용한 수소저장방법은 다른 수소저장방법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은 연구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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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저장기술은 단기적으로 미국 D.O.E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소저장용량이 높
은 화학수소화물, 금속수소화물을 위한 고체수소저장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
지만, 여전히 탈착 시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가역적인 수소저장에 대한 문제
점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나노재료를 이용한 수소저장재료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함
○ 따라서 높은 수소저장능력, 사이클 내구성과 같은 최적의 수소저장 성능을 가지는
새로운 나노물질의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 높은 수소저장능력, 사이클 내구성과 같은 최적의 수소저장 성능을 가지는 새로운
나노물질의 개발을 위하여 리튬, 알칼리 및 전이 금속이 삽입된 층상 무기물 재
료를 이용한 다공성 나노재료를 합성하였으며, 전산 모사를 통한 수소 흡·방출 메
커니즘 규명 및 물리, 화학, 전기적 특성 평가를 통한 최적의 나노 구조체 선정하였음
○ 또한, 자연계 물질을 이용하여 다공성 탄소소재를 개발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나
노구조체를 합성하여 수소저장량 향상을 이루었음
○

('12년) 8

nm의

크기를

가지는

manganese

silicate

의

합성과

manganese

carbonate 구조체의 합성을 통한 수소 저장에 관한 연구를 하였음
○ ('12년, '14년) Graphene oxide의 층 간 에 존 재 하 는 물 분 자 와 산 소 를 포 함 하 는
기능들을 온도를 달리하며 제거하여 층간 간격을 조절할 수 있었으며, 0.65 nm의
층간 간격을 갖는 상태에서 최대의 수소 저장량을 보였음
○ ('15년) Microwave를 이용하여 Pd 가 도핑된 3차원 그래핀 구조체를 개발하여, 수
소저장에서 Pd nanoparticle의 역할을 확인하였음
○ ('20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10일 소재분석연구부 김해진 박사 연구팀을 포
함한 6개국 국제공동연구팀이 양자컴퓨터 소재로 각광받는 위상절연체의 중요한 물
리적 특성인 표면전자의 움직임을 규명했다고 밝혔음
□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 극복했더라면
○ 독일의 과학자 케쿨러는 벤젠의 구조를 알기 위하여 잠자는 시간만 빼고 종일 그
고민에 빠져 지냈음
○ 그러던 어느 날 케쿨러는 잠이 들게 되었고 꿈속에서 마침내 벤젠의 구조를 알게
되었다고 함. 우리들도 케쿨러 못지 않기에 수많은 연구를 거듭하다 잠을 잘 때에도
어떻게 수소를 저장할 것인가 고민하다 잠들었고 때로는 꿈속에 나타나기도 했음
○ 또 수소저장을 위한 물질을 합성하다 다른 곳에 응용할 수 있는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였고, 수소 에너지 저장문제는 전 세계가 수소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할 가
장 큰 걸림돌임
○ 따라서 미래 수소 에너지에 대한 독점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또한 그 대열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으며 언
젠가는 수소 사회의 세계적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음
□ 해당 기술개발 시 정부차원의 어떤 도움 요인으로 성공하였는지 또는 기술개발 시 정
부차원의 어떤 요소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등
○ 2003년 프론티어사업을 통해 10년간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
었으며, 이후 2~3년 단위로 연구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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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편화된 연구비 지원은 소모적인 행정적 절차를 얘기할 뿐 아니라 일관적인
연구주제를 유지하는 것을 힘들게 함. 또한, 인프라의 부족과 유능한 후배 연구자의
영입이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임

② 주요 환경변화
□ 관련 분야 주요 환경변화와 대응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애로요인 반영) 요구 기술의 변화(신기술 출현) 및 시
장 미성숙, 정부정책 기조 변화로 인한 지원과 관심 소외, 사업화 관련 연구지원 서
비스 부재
○ 장기연구가 요구되는 기초과학 연구 분야는 최소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요구됨.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정책이 존재해야 세
계를 선도하는 원천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임. 기초인프라가 부족(인적·물적)하면
연구의 기동성이 떨어질 것임
□ 우수성과 선정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 새로운 개념의 수소 저장재료인 다공성 나노재료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혁
신적인 개발이 실현되면,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파
급효과가 상당할 것임

‑ 연료전지를 이용한 수소 자동차 및 수소기기의 제조분야와 에너지 생산 분야 등
모든 관련 소재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기대됨

‑ 기술개발에 따른 지적 재산권 획득에 유리하고, 기술 수출과 상업화의 기초를 마
련할 수 있음
○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급효과 실현 정도

‑ 30년 목표의 기술 상용화 예측(기대)에 부합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안된 것뿐이지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님

‑ 산유국 지위와 동등한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에 가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으며 해
당 기술은 소형화에도 적합한 기술로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군단 등에도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음

‑ 연간 10억씩 10년이면 해당 기술을 상용화시킬 수 있다고 자부함
③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및 수혜분야, 활용가능분야
○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 수혜분야 및 활용가능분야는 전자제품 메이커, 군수방산분야, 자동차 및 드론 등 전력을
사용하는 전분야이며, 친환경 전력원이므로 인류, 특히 후세에 공헌하는 바가 높을 것임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창출된 가치
○ 과학/기술적 성과확산

‑ 2007년부터 2019년도까지 수소저장 관련 논문수 20편에 총 인용횟수는 565회를 기
록 했 고 , 가 장 많 은 인 용 횟 수 를 기 록 한 것 은 128회 를 기 록 한 ACS저 널 인 "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에 게재된 논문 "Spinel Li4Ti5O12 Nanotubes
for Energy Storage Materials"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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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성과확산

‑ 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 연구진과 다수의 SCI 공동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음. 특히, 최근에는 한국, 스웨덴, 그리스 등 6개국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미래 전자소자이자 양자 컴퓨터 소재로 각광받는 위상절연체의 원자 수준 구조를
초고분해능 수차보정 투과전자현미경, NMR(핵자기공명분광기)등의 연구장비와 이론
적 계산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위상 절연체의 중요한 물리적 특성인 표면전자의 움직
임을 밝혀 Nature Communications에 3월 9일 온라인 게재된 바 있음
○ 사회적 성과확산

‑ 수소저장 관련 시설장비 공동활용을 통해 국, 내외 연구진과 다수의 SCI 공동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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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성과활용현황조사 양식
<표 264> 성과활용현황조사 양식
연구자 기본정보

연구자명

소속

사무실
연락처

이메
일

핸드폰
우수성과 수상 당시 정보
수상
연도

우수성과명
세부과제명
우수성과의
연구핵심
우수성과 수상
당시 예상 파
급효과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발생 및 확산 현황
관련 연구의 지속적 진행으로, 지식증진 및 기술확산 기여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정도
※ 해당체크
(복수가능)

실용화 성공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발생 및 활용
실용화는 성공하였으나, 성과확산이 어려워 파급효과가 작음
주된 연구주제 변경으로 관련 연구 중단
기타 개인 사례

후속과제명

※ 수상 이후 연속된 과제 수행

우수성과 수상
이후 발전된
성과내용/
우수성
성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 400자 이상 권장

※ 400자 이상 권장
기업 기술이전

성과확산 경로
※ 해당체크(복
수가능)

연구자 창업
연구인력의 이동으로 인한 기술·지식의 전파·확산(후학양성 등)
연구결과의 피인용으로 인한 기술·지식의 전파·확산
기타 개인 사례

대표성과1
성과발생 현황
해당시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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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구분
성과 내용
과학적
SCI급논문

기술적
국내

국외

경제적
기술료

사업화

사회
사업화

인력

일자리창출(명)

별

작성

등록

등록

(백만)

(건)

(매출액)

첨

양성
(명)

[2] 우수성과 수상 이후 성과확산 성공 및 애로요인
수요를 고려한 R&D기획 및

지속적 기술개선

경쟁기술 및 대체기술과의 기술적 경쟁력 우위
자율적 연구환경 및 정부의 안정적 연구비 지원
필요한 연구장비·시설에 대한 접근성
연구 및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과 긴밀한 연계
성공요인
※ 해당체크
(복수가능)

연구지원 서비스(사업화 컨설팅, 특허서비스 등)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
실용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조와 규제 개선
연구자 본인의 기업가 정신과 의지
기술이전 기업의 사업화 의지
우수 연구인력의 보유 및 유지
기타 개인의견:
외부 시장 환경 악화
요구 기술의 변화(신기술 출현) 및 시장 미성숙
소속기관의 방침변화, 경영악화, 성과재촉 등
정부정책 기조 변화로 인한 지원과 관심 소외
후속 연구 및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 지원 부재

애로요인
※ 해당체크
(복수가능)

필요한 연구장비/시설 접근이 어려움
기술협력 파트너와 발견 및 협업 어려움
협력 산업체의 경영애로
사업화 관련 연구지원 서비스 부재
법/제도, 사회적 인식, 부처칸막이 등 사회 규제
핵심 연구자 퇴사 및 잦은 부서이동
행정업무 진행으로 인해 연구진행 어려움
기타 개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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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심층조사 양식

주제 - 우수성과 도출 후 연구(사업) 히스토리
1. 선정 후 10년간 진행과정, 어려움, 자잘한 에피소드
2. 성과와 향후 전망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인터뷰는 일반 인터뷰와 달리 어떤 가치나 의미보다는 문헌 자료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자잘한
사실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과 자잘한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사건들이 유의미하게 조합되어 풍성하고 알찬
기록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가시적인 성과 또한 더 풍성하게 기록되고 단순한 통계자료나 사실을 넘어 기록물이 살아있는
장면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기억을 되짚어 주십시오.
질문과 관련된 문헌 자료나 시청각 자료, 기타 통계자료가 있으면 인터뷰 이후에 챙겨 주십시오.
철저한 보안 속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1. 10여 년간 연구/사업화 발전에 따라 주요한 연구자/ 부서/ 기업변경이 있는 경우
명칭 및 기본정보 파악
※ 인터뷰어는 기본적인 현황조사 후 인터뷰 진행( 1~2page 현황분석, 작가 원고
1. 기본정보

집필 시 활용)
① 연구분야 주요 이슈
② 시장/기술/정책 현황
③ 주요 플레이어, 기술선진국 등
1. 연구/또는 사업화 발전 흐름에 따라 Break point
2. 중간성과물, 연구발전단계(기초연구), 사업화 경로 파악 (중간성과물과 후속연구
중심으로 흐름도)
3. 어느 정도 성과 도출 후 닥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던 경우, 무엇이 필요 했었
나 & 극복했더라면
4. 연구자 및 부서, 기업 이전이나 변경이 있는 경우 히스토리

2. 우수성과
도출
히스토리

00지원사업 연구로 00 등의 뛰어난 성과 등이 도출되었고 00년 우수성과에
선정되셨습니다.
연구자 추천서에서 우수성과 수상 이후 발전된 성과내용을 설명해주셨는데,
지원사업종료 또는 우수성과 100선 선정 이후 현재까지 10여년 간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히스토리 를 듣고 싶습니다.
연구 또는 사업화가 진화되어 오면서 주요 break point 나 중간 성과물이 있었다면
그 중심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난관이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연구자 또는 부서, 기업 등이
변경되면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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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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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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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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